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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5･18민중항쟁 38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며 -

안녕하십니까?
5·18민중항쟁 38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
께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진심어린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의 준비와 수고 덕분에 “5·18과 사회변혁”이라는 주제로 이 심
포지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생소한 ‘사회극 개념’을 적용해
5·18을 분석하는 제1발표와 ‘저항하는 여성’의 관점에서 5·18을 해석하는 제2발표
모두 매우 흥미로운 주제여서 오늘의 학술 모임에 커다란 기대를 갖게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1980년 광주의 오월은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사람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사람들과 시대의 생각도 변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변화가
저절로 늘 더 나은 쪽으로 진행하지는 않는다는 게 우리의 경험칙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적어도 인간을 두고 말할 때, 무상한 자연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
지 않는 인간 본성이 있다고, 아니 참된 인간화(人間化)의 최종 목적지에 이미 도
달한 한 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모든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되돌아가야 할 원천이시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적
지이십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5·18 역시 그 어느 사회보다 변화무쌍하게 흘러가는 한국
사회에 그러한 원천과 목적지로 늘 생생하게 작용합니다.
주제 발표를 맡아 주신 강인철 교수님과 오유석 교수님, 논평을 해 주시는 이동
화 신부님과 김수정 박사님, 사회자 한재호 신부님과 광주인권평화재단 상임이사
김명섭 신부님, 본 대학 신학연구소장 김상용 신부님과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양수 신부님,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심포지엄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9월 28일
광주가톨릭대학교 총장 김혁태 신부

제1발표

5월 광주의 커뮤니타스와 변혁의 리미널리티:
사회극의 일부로서의 5･18

• 발 표: 강 인 철(한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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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아놀드 방주네프(혹은 판 헤네프)가 통과의례의 중간 단계로서 제시한 리미
널리티(liminality) 개념, 이를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킨 빅터 터너의 리미널리티와 커뮤
니타스(communitas), 사회극(social drama) 개념을 활용하여 5·18광주항쟁을 분석해보
려는 시도이다. 이 중에서 커뮤니타스 개념은 빅터 터너 사후(死後) 그의 부인인 에디
스 터너에 의해 더욱 풍요롭게 재탄생했다.1) 이 글은 5·18에 대한 공동체적, 의례적,
드라마적 분석을 지향한다.
필자가 아는 한 리미널리티와 커뮤니타스 개념을 활용하여 5·18을 분석한 연구는 없
다. 그러나 ‘공동체론’의 시각에서 5·18에 접근해보려는 시도는 여럿 있었다. 김성국이
일별한 바 있듯이, 광주항쟁 기간 형성된 공동체를 두고 절대공동체(최정운), 역사공동
체(정근식), 체험-기억공동체(정일준), 시민공동체(김성국)와 같은 명명(命名)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행해졌다.2) 광주항쟁 과정에서 형성된 공동체를 ‘코뮌’ 혹은 ‘코뮌주의’
개념으로 설명해보려는 시도들도 있었다.3) 최근 천유철은 ‘시민공동체’와 ‘항쟁공동체’라
는 용어를 동시에 사용했다.4) 필자는 리미널리티와 커뮤니타스 개념을 활용할 경우 항
쟁공동체 형성의 과정, 조건, 특징을 더욱 섬세하게 포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필자가 아는 한 사회극 개념을 5·18 연구에 적용해보려는 시도도 아직 없었다. 그러
나 이 개념을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다른 현상들을 연구한 사례는 존재한다. 1999년에
개봉된 영화 쉬리나 2011년 개봉된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 2007년에 발생한 ‘신정
아-변양균 사건’ 등을 사회극의 관점에서 연구한 결과들이 발표된 바 있다.5) 그렇지만

1) 참조: Arnold van Gennep, The Rites of Passage, tr. Monika B. Vizedom, Gabrielle L.
Caffe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0; Victor W. Turner, The
Ritual Process: Structure and Anti-Structur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9; id., Dramas, Fields, and Metaphors: Symbolic Action in Human Socie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74; id., From Ritual to Theatre: The Human
Seriousness of Play, New York: PAJ Publications, 1982; Edith Turner,
Communitas: The Anthropology of Collective Jo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2.
2) 김성국, “아나키스트적 시각에서 본 5·18”, 5·18민중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
선, 조희연·정호기 편, 한울, 2009, 306.
3) 참조: 조지 카치아피카스, “역사 속의 광주항쟁”, 5·18민중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 이진경·조원광, “단절의 혁명, 무명의 혁명: 코뮌주의의 관점에서”, 같은 책.
4) 천유철, 오월의 문화정치: 1980년 광주민중항쟁 ‘현장’의 문화투쟁, 오월의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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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극 개념을 사회운동이나 정치적 갈등, 혁명적 사태 등에 적용해보려는 시도는 아직
없었다. 그러나 4·19혁명이나 해방정국, 부마항쟁, 사북항쟁, 5·18광주항쟁, 6월항쟁,
2002년과 2008년의 촛불시위, 노무현의 죽음과 장례, 2016-2017년의 촛불혁명에 이르
기까지 한국 현대사의 다양한 국면들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Ⅱ. 리미널리티와 커뮤니타스

1. 리미널리티
잘 알려져 있듯이 ‘리미널리티’는 방주네프가 통과의례의 한 단계로 제시한 용어이다.
그는 통과의례가 분리(separation), 전이(transition), 통합(incorporation)의 세 국면 혹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두 번째인 ‘전이’ 단계를 특징짓는 용어가 바로
리미널리티였다. 방주네프는 분리 의례를 ‘전(前)리미널’(preliminal) 의례로, 전이 의례를
‘리미널’(liminal) 의례 혹은 ‘문지방’(threshold) 의례로, 통합 의례를 ‘후(後)리미
널’(postliminal)로 명명했을 만큼 리미널리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6)
리미널리티에 대한 더욱 상세하고 다양한 정의를 제공해준 이는 빅터 터너였다. 아
울러 그는 통과의례의 맥락을 뛰어넘어 리미널리티 개념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터너는 이 개념을 “일상 생활 바깥 혹은 주변부의 모든 조건”을 가리키는 용어로 확장
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7) 그에 따르면, 리미널리티는 “사회적 행위의 정상적인
양식에서 벗어난 시간과 장소”, 혹은 “구조적 지위를 점유한 이들의 공적인 삶을 지배
하는 규범과 가치로부터 행동과 상징주의가 일시적으로 해방되는 일단의 시간과 공간”
이다.8) 리미널리티에 대한 가장 간명한 정의는 ‘이도저도 아닌 존재상태’(betwixt and

5) 참조: 김대현, 사회극(Social Drama)의 관점에서 본 <쉬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
교 대학원, 1999; 류유희·이승진, “사회극 이론의 구조를 가진 애니메이션의 리얼리즘
에 관한 연구: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 연구 10/1, 2014;
이기중·김명준, “빅터 터너의 ‘사회적 드라마’ 이론으로 본 ‘신정아-변양균 사건’”, 사
회과학연구 16/1, 2008.
6) Arnold van Gennep, 앞의 책, 10-11, 21.
7) Victor W. Turner, Dramas, Fields, and Metaphors, 47, 53.
8) Victor W. Turner, The Ritual Process, 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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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state of being)일 것이다.9) 리미널한 시기 혹은 국면은 “통상적인 사회적 삶
의 범주에 비추어 ‘이도저도 아닌’ 상태”이며, 리미널리티는 “사회구조적 고려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 환경에 대한 연속적인 참여 사이의 중간적인 존재상태”이다.10) 한편 리
미널리티는 “현실적·직설법적인 구조에 대해서 반격하는 ‘가정법적인 시공간’”으로도 정
의될 수 있다.11) 이를 풀어쓰자면 다음과 같다.

리미널리티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문턱에 있음’을 나타내고, 통상의 일상적인
문화·사회의 상태와, 어떤 상태를 형성하고 시간을 경과시키고 법과 질서를 유지
하고 구조적인 지위를 정하는 상태 사이의, ‘중간적인 상태’를 가리킨다. 이 ‘리미
널한 시간’(liminal time) 곧 ‘전이적 시간’은 ‘시계의 시간’과는 다르며, 무엇인가가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일어나야만 하는 ‘마술적 시간’인 것이다. 바꿔 말하면, 현
실 사회의 구조적인 여러 활동들이 ‘직설법’이라 한다면, 문화적인 과정에 있어서
의 ‘리미널리티’란 마치 ‘가정법’과 비슷하다. 이런 ‘리미널리티’는 가능성이나 잠
재적인 힘으로 가득 차 있으며, 또 거기에는 ‘실험’과 ‘유희’가 넘쳐흐르고 있다.
이것은 사고의 놀이, 언어의 놀이, 상징의 놀이, 메타포의 놀이이며, 이것은 ‘공
연’을 하는 것과 잘 어울린다(원문의 강조임).12)
‘리미널한 시간’에 관해서는 이미 말했으므로, 여기서는 ‘리미널한 공간’(liminal
space)을 구별해보고 싶다. 공동체의 차원을 한 차원 넘어선 메타사회적 제의는
공동체의 리미널리티와 관련되며, 촌락이나 광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
운데 행해지는 수가 많다. 이러한 제의는 이교(

異敎)의

독화살을 피해서, 동굴이

나 숲이나 오두막집 속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것과는 다르다. 제의는 일상적인 세
계로부터 ‘분리된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메타사회적인 제의는
일상적 공간을 무대로 하고, 그것을 ‘리미널한 시간’으로 ‘정화’하는 것이다.13)
터너는 ‘리미널한’ 과정과 상태가 “‘가정법성’, 일상 생활의 계층화로부터 탈피, 상징
적인 수준에서의 변환, 심층 레벨에서의 사회구조의 파괴” 등의 특질들을 드러낸다고
보았다.14) 통과의례의 전이 단계 혹은 리미널리티 상태에 놓인 사람들도 독특한 면모

9) Victor W. Turner, Dramas, Fields, and Metaphors, 232.
10) 같은 책, 53-53.
11) 빅터 터너, “틀·흐름·반성: 공동체의 리미널리티로서의 제의와 연극”, 제의에서 연
극으로: 놀이의 인간적 진지성, 김익두·이기우 역, 민속원, 2014, 207.
12) 같은 책, 204-205.
13) 같은 책, 206-207.
14) 같은 책, 230.

- 5 -

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리미널한 인간” 혹은 “문지방을 넘는 사람들”은 성별의 초월,
익명성, 지위의 부재, 무소유, 순종, 수용성, 겸손함, 침묵, 금욕, 가식 없음, 신성함 등
의 특징을 보여준다.15) 리미널리티 속의 사람들은 사회 바깥에 존재하며, 성스럽게 되
고, 그럼으로써 접촉할 수도 없고 위험한 존재가 되어, 사회가 그들에 대해 통제력을
지니지 못한다.16) 메리 더글러스에 따르면, 리미널리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은 위험하
지만 능력이 있다. 다시 말해 “주변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있는 사람들은 능력과 위
험을 동시에 소유한다.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은 위험과의 접촉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힘의 근원에 존재하는 것이다.”17) 리미널한 과정, 상태, 사람의 이런 특징들은 대개 통
과의례에서 전형적으로 관찰된다. 그러나 리미널리티 현상이 반드시 통과의례의 상황
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과의례를 넘어 좀 더 넓은 사회적·문
화적·정치적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필자는 리미널리티가 대체로 다음
과 같은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특징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첫째, 리미널리티는 기존 사회질서로부터의 ‘분리’를 전제한다. 따라서 리미널리티는
기존 ‘구조’(structure)의 규제력·구속력이 약화되는 ‘탈(脫)구조’ 혹은 ‘반(反)구
조’(anti-structure)의 특징, 일상 생활이나 일상적 생활양식에서 벗어나는 ‘일상의 초
월’이라는 특징을 보여준다. 위에서 “심층 레벨에서의 사회구조의 파괴”라는 표현도 바
로 이것을 가리킨다.
둘째, 리미널리티는 ‘이도저도 아님’, ‘모호성’과 ‘애매함’이라는 특징을 드러낸다. 전
이 단계에 놓인 통과의례의 주체들은 “애매함의 시기와 영역, 이전의 혹은 사후의 세속
적인 사회적 지위나 문화적 상태의 속성들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일종의 사회적 중
간지대(social limbo)를 통과한다.”18) 리미널한 사람들의 경계적 지위는 이들을 성스럽
게 만들기도 하며, 때로는 정반대로 호모 사케르와 다름없는 경멸과 차별의 대상으로
만들기도 한다.19)
15) Victor W. Turner, The Ritual Process, 95-97.
16) Arnold van Gennep, 앞의 책, 114.
17) Mary Douglas,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the Concepts of Pollution and
Taboo, London: Routledge, 2000, 96, 98.
18) Victor W. Turner, From Ritual to Theatre, 24.
19) ‘호모 사케르’ 개념에 대해서는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박진우 역, 새물결,
2008 참조. 우익 ‘토벌대’와 좌익 ‘무장대’ 사이의 리미널한 공간에서 살아가야 했던
1940-1950년대 제주도 주민들이 좋은 예일 것이다. 한국전쟁 초기 예비검속에 걸린
보도연맹원들은 학교, 읍사무소·면사무소, 소방서 건물, 곡식창고 등에 임시로 갇혔다
(한성훈, 가면권력: 한국전쟁과 학살, 후마니타스, 2014). 매일 무심히 접하던 일상
의 공간들이 죽임을 당하기 전 이승에서 잠시 머물 마지막 수용소, 초일상적인 리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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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리미널리티는 ‘집합적이고 공적인’ 현상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과의례는
항상 집단적인 이벤트였다. 그러나 리미널한 경험의 주체가 반드시 사회집단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 리미널리티의 주체는 개인과 집단 모두가 될 수 있으며, 터너
는 개인이 주체인 경우를 ‘리미노이드’(liminoid)로, 집단이 주체인 경우를 ‘리미
널’(liminal)로 구분했다. 아울러 참여 주체의 개인성·집단성을 불문하고 발휘되는 리미
널리티의 공적인 영향력 측면을 강조하여, 터너는 ‘공적 리미널리티’(public liminality)
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했다.
넷째, 리미널리티는 참여자들의 ‘평등성’과 ‘연대성’이라는 특성을 보여준다. 리미널리
티가 수반하는 지위 전도(顚倒)에 의해 평등성이 창출된다. 리미널한 상황에서는 신분
과 지위의 소멸, 나아가 전도·역전 현상이 흔히 일어나며, 그 결과 참여자들이 평등화
되는 효과가 뚜렷이 나타난다. 위에서 언급한 “성별의 초월, 익명성, 지위의 부재, 무소
유, 금욕, 겸손함, 가식 없음”이나 “일상 생활의 계층화로부터 탈피” 등은 모두 통과의
례 참여자들의 평등성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평등화된 참여자들 사이에는 강한 유대
와 연대성, 동료애, 우애 등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리미널리티는 기존 구조에 대해 비판적이고 집단적인 ‘성찰’의 기회를 제공
한다. 불투명하기만 했던 기존 사회구조와 일상 세계의 본질이 비교적 ‘투명하게’ 드러
나는 예외적인 시공간이 바로 리미널리티이므로, 그것은 사람들에게 “구조를 관찰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준다.20) 리미널리티는 “그것이 발생하는 문화의 중심적인 가치
들과 원리들을 찬찬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기”이다.21) 공적 리미널리티는 “사회 상태
가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 사회 스스로가 검증하는 눈이나 눈초리”이다.22) 이처
럼 “사회가 사회 자체에 대해 말하고 비판”하며, “사회가 그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기
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리미널리티는 참여자들에게 “메타사회적 비판”을 제공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같은 이유로 통과의례는 “메타사회적 의례”가 된다. 집단적 리미널
리티는 “공동체가 반성을 하는 마당(場)”이다.23) 이런 투명화와 성찰을 통해 교정과
개선이 필요한 사회 내적인 취약성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여섯째, ‘성찰’ 기능과 직접 연계된 것이 리미널리티의 ‘비판’과 ‘대안적-유토피아적
질서의 제시’ 기능이다. 이 대목에서 리미널리티에 내장된 ‘창조성’과 ‘변혁성’이 가장

20)
21)
22)
23)

공간이 되었다.
Victor W. Turner, The Ritual Process, 201.
같은 책, 167.
빅터 터너, “틀·흐름·반성”, 215.
같은 책, 206-207, 212,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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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료하게 드러난다. 필자는 리미널리티의 성찰, 비판, 대안 기능을 한데 묶어 ‘반구조
기능’(anti-structural function)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반구조 기능은 리
미널리티뿐 아니라 커뮤니타스에서도 명확히 나타난다. 리미널리티 속에서 사회적 약
자들은 기존 권력을 거침없이 비판할 수 있으며, 권력을 마음껏 조롱하고 비웃을 수도
있다. 리미널리티에서 구현되는 ‘지위의 전도’는 해당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에서 얼마
나 멀어져 버렸는가, 어떻게 일탈해 버렸는가”를 보여준다. 예컨대 축제는 리미널리티
를 촉발함으로써 “사회 문화 및 정치적 변화의 매개”로 기능할 수 있다.24) 해체되거나
일시적으로 무력화된 기존 구조의 공백을 채우는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적인 능력과 힘,
창조성이 리미널리티 속에서 출현한다. 아직은 분명히 도래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질서
와 사회관계의 지평이 열린다. 리미널리티는 가능성의 공간이자 가능성의 열림이다. 통
과의례의 리미널리티를 거치면서 참여자 개개인이 새로운 정체성과 지위로 이동하는
것과 유사하게, 집단들은 리미널리티를 거치면서 새로운 세상의 열림, 새로운 세상으로
의 진입을 체감한다. 리미널리티 속에서 대안적인 도덕성과 정서가 출현한다. 빅터 터
너는 이런 대안적 도덕성과 인간주의적 정서를 앙리 베르그송이 말한 ‘개방적 도덕성’
이나, 데이비드 흄이 말한 ‘인간에 대한 정감’(sentiment for humanity)과 유사한 것으
로 설명하며, ‘인간에 대한 정감’을 다시금 커뮤니타스의 특징으로 제시한다.25)
일곱째, 리미널리티의 비판과 대안 기능은 당연히 기존 질서의 수호자들에게 위기의
식을 불러일으키며, 따라서 리미널리티 자체가 기존 구조에 의해 ‘위험시’된다. 권력자
들에게 리미널리티는 “단순한 카타르시스나 분풀이” 이상의 무엇이며,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무서운 영역”으로 간주된다.26) 빅터 터너는 다음과 같이 설명
한 바 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거의 모든 곳에서 리미널한 상황과
역할들에는 마법적-종교적 속성들이 부여되는 것일까? 혹은 왜 그토록 자주 리미
널한 상황과 역할들은 리미널한 맥락 안에 의례적으로 통합되지 못한 사람·사물·
사건·관계들에게 위험하고 불길한 것으로, 혹은 그것들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간
주되는 것일까? 간략히 내 견해를 밝히자면, ‘구조’의 유지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관점에서 볼 때 커뮤니타스의 모든 지속적인 표상들은 틀림없이 위험하고 무정
부적인 것처럼 비쳐질 것이고, 따라서 명령과 금지조치와 조건들로 차단되어야만
한다. 메리 더글러스가 최근 주장했듯이, 전통적인 분류 기준으로 명확히 분류될
24) 같은 책, 206, 212-213, 219.
25) Victor W. Turner, The Ritual Process, 110-111.
26) 빅터 터너, “틀·흐름·반성”, 213,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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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거나 분류상의 애매한 경계선에 놓여 있는 것은 거의 모든 곳에서 ‘오염시
키는 것’,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27)
여덟째, 리미널리티는 ‘단기적인’ 현상이다. 전이적인 상황을 제도화함으로써 영속화
하려는 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프란치스코와 그의 제자들은 “영속적인 리미
널리티”를 추구했다.28) 빅터 터너의 ‘규범적 커뮤니타스’와 ‘이데올로기적 커뮤니타스’
개념 역시 리미널리티와 커뮤니타스의 일시성을 정복해보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가리킨
다. 그럼에도 리미널리티는 기본적으로 짧은 기간만 존속한다. 그것은 “순수한 잠재력
의 순간”일 따름이다.29)
간략히 살펴본 것처럼, 리미널리티의 특징을 ① 반구조와 초월성(일상성의 초월) ②
모호성과 애매함 ③ 집합적이고 공적인 성격 ④ 평등성과 연대성 ⑤ 사회의 투명화와
성찰성 ⑥ 비판과 대안적-유토피아적 질서의 제시 ⑦ 기성질서 대표자들에 의한 위험
시 ⑧ 일시성 혹은 단기 지속의 여덟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방주네프가 제시한 리미
널리티 개념에서 논란의 여지가 가장 많은 대목은 리미널리티의 정치적·사회적 기능
문제이다.
방주네프는 통과의례를 ‘사회의 재활성화’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했다. “(생물
학적, 사회적 활동에서-인용자) 에너지가 고갈되면 다소간 촘촘한 간격을 두고 재활성
화 되어야만 한다. 통과의례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근본적인 필요성에 대응하는 것이
다.”30) 그러나 이야말로 철저히 기성질서의 관점이다. 리미널리티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기성 권력에 의해 위험시됨에도 불구하고, 방주네프는 리미널리티의
변혁적 힘을 끝까지 파고들지 않았다. 그 대신 모든 통과의례는 항상 지배질서의 강화
를 수반하는 ‘(재)통합’으로 귀결된다. 통과의례는 일과적인 ‘의례적 반란’을 제압한 의
례 주최 측(곧 권력 측)의 승리로 항상 끝나도록 미리 예정되어 있다. 신분과 역할의
의례적 역전을 포함하는 전도성조차 궁극적으로 기성질서에 기여한다. 성찰·비판·대안
등 리미널리티의 반구조적 기능은 ‘의례적 일탈’을 통해 기성질서의 문제와 약점들을
발견하고 해결함으로써 사회를 더욱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들고, 피지배자들의 자
발적인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더욱 공고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따름이
다. 통과의례의 맥락에서는 ‘리미널리티의 변혁적 힘 때문에, 혹은 리미널리티의 변혁

27)
28)
29)
30)

Victor W. Turner, The Ritual Process, 108-109.
같은 책, 145-147 참조.
Victor W. Turner, From Ritual to Theatre, 44.
Arnold van Gennep, 앞의 책,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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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성 정치·사회질서는 오히려 더욱 공고해진다’는, 역설적이
고 닫힌 논리를 맴돌 따름이다. 따라서 리미널리티 개념을 통과의례의 맥락에서 벗어
나도록 만듦으로써, 방주네프의 리미널리티 개념에 내장된 정치적 보수성을 극복할 필
요가 제기된다.
이 문제에 대한 빅터 터너의 처방은 두 가지였다. 그 하나는 이 개념을 종교적·세속
적 의례의 맥락을 넘어 사회적·정치적 맥락으로 과감하게 확장하는 것이다. 터너는 리
미널리티를 종교적·세속적 의례는 물론이고 연극, 음악, 스포츠, 나아가 천년왕국운동·
혁명·전쟁 등을 포함하는 정치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았다. 이런 취지에서 그는
혁명은 (그것이 폭력적이든 비폭력적이든) ‘총체화한(totalizing) 리미널 국면’이라는
주장도 제기한 바 있다.31) 다른 하나는 리미널리티라는 용어를 둘로 쪼개어 ‘리미널’과
‘리미노이드’로 구분하는 것이다. 리미널과 리미노이드는 시대적 차이와 기능적 차이를
모두 내포하고 있다. 리미널이 근대 이전 시대의 리미널리티로 구분하고자, 리미노이드
는 현대 산업사회의 리미널리티를 가리킨다.32) 또 리미널이 통과의례처럼 기존질서를
강화시킨다면, 리미노이드는 기존질서의 문제들을 드러낸다. 터너는 리미노이드 개념으
로 방주네프의 리미널리티 개념과 통과의례 이론이 지닌 뿌리 깊은 보수성을 돌파하려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리미널리티(특히 공적 리미널리티) 개념을
‘지배’와 ‘저항’의 맥락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용어로 재정립했다.
그런데 터너의 리미널-리미노이드 구분은 전근대-근대, 종교-세속, 의례-연극(예
술·스포츠), 지배-저항의 차이뿐 아니라, 집단-개인의 차이도 포함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터너는 집단이 리미널리티의 주체인 경우를 리미널로, 개인이 주체인 경우
를 리미노이드로 구분했다. 필자가 보기엔 바로 여기에 리미노이드 개념의 약점이 존
재한다. 다시 말해 리미노이드는 ‘저항적’이기는 하나 ‘개인주의적’이다. 따라서 리미노
이드에는 ‘사회운동·정치운동’의 성격이 약하다. 그렇다면 ‘저항적·변혁적이면서도 집단
적인 성격을 띤 리미널리티’는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포착할 것
31) Victor W. Turner, From Ritual to Theatre, 45.
32) 리미널이 전근대 및 종교의례와 친화적이고 리미노이드가 근대 및 연극을 비롯한 세속
적 예술·스포츠 장르들과 친화적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터너는 종교의 쇠퇴나 영향력
약화를 주장하는 세속화 이론을 대체로 수용하는 듯하다. 물론 터너는 현대사회에서도
(경향적으로는 쇠퇴할지라도) 부차적이고 잔여적인 범주로서 ‘리미널’ 현상들이 잔존해
있을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나마 더욱 강화될 수도 있다고 본다. 터너는 현대사회 안에
서 리미널한 현상들이 일시적으로 강화되는 현상을 (칼 융의 재부족화[retribalization]
개념과 유사한 의미로) ‘재리미널화’(reliminalization)라고 명명했다(빅터 터너, “틀·흐
름·반성”, 233-234).

- 10 -

인가?
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혁/해방의 리미널리티’(liminality of transformation
and liberation)와 ‘질서/충성의 리미널리티’(liminality of order and loyalty)라는 두 유형
의 리미널리티를 구분하자고 제안한다. 변혁의 리미널리티는 기존 체제에 대한 저항을 촉
진하고, 나아가 구체제를 타파할 새로운 유토피아적 비전과 희망을 만들어낸다. 반면에
질서의 리미널리티는 순응적 주체들을 주조하고, 사람들을 기존 체제의 충성스런 참신
자(true believer)로 거듭나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기존 체제를 보강한다. 유신시대에
통과의례, 특히 성인식으로서 남녀 청년·청소년들의 국토 행군, 국토순례, 병영체험, 화
랑연수원·충무연수원·사임당교육원 입소교육, 며칠 동안 장·차관과 농어민이 한데 어울
리는 새마을연수원의 합숙교육 등은 ‘질서의 리미널리티’ 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 반면
에 지위 역전 및 기존질서의 상징적 전복을 위한 장치로서 대학가의 탈춤(가면극), 마
당극, 대동제 등은 참여자나 관객에게 ‘변혁의 리미널리티’를 체험하게 할 수 있다.
1980년대를 여는 광주항쟁이야말로 ‘변혁의 리미널리티’의 가장 생생한 사례일 것이다.

2. 커뮤니타스
빅터 터너는 리미널리티의 특징 중 평등성과 연대성의 측면을 부각시켜 ‘커뮤니타스’
개념을 제시했다. 터너의 표현대로, “리미널 현상의 흥미로운 점은 이 현상이 제공하는
겸손함, 성스러움, 동질성 및 동지의식의 혼합이다.”33) 필자는 앞에서 리미널리티의 특
징을 반구조, 애매함, 공적인 성격, 평등성, 성찰성, 대안적 질서의 비전, 기성질서 측
의 위험시, 일시성의 여덟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반구조, 공적 성격, 평등
성, 대안, 위험시, 일시성은 커뮤니타스의 특징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서도 리미널리티
와 커뮤니타스가 상당히 유사한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터너는 그럼에도 양자를 구
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선, 커뮤니타스가 출현하는 것은 리미널리티 ‘안에서’이며, 커뮤니타스는 리미널리
티 속에서 가장 존재가 뚜렷하다.34) 커뮤니타스는 ‘리미널한 지위 전도’ 속에서 출현한
다.35) 이처럼 양자 간에는 시간적 선후관계가 명확하다. 요컨대 리미널리티는 커뮤니
타스라는 생명체가 탄생하는 산실(産室)인 셈이다. 그렇다면 커뮤니타스는 구조 및 일
33) Victor W. Turner, The Ritual Process, 96.
34) Victor W. Turner, Dramas, Fields, and Metaphors, 47, 53, 232.
35) 빅터 터너, “틀·흐름·반성”,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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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생활과의 ‘분리 이후’의 현상이자, ‘일상성의 초월 속에서만’ 등장하는 현상일 수밖
에 없다. 이미 언급했듯이 리미널리티와 커뮤니타스는 기존 구조가 해체되면서 힘·위
력·권위를 상실하는 ‘반구조’에 해당한다. 커뮤니타스는 “행위자들에 의해 거의 항상 무
시간적인 상황, 영원한 현재, ‘시간 속에 있으면서도 시간을 벗어난 순간’, 시간에 대한
구조적 관점이 적용될 수 없는 상태로 간주”된다.36)
한편, 터너는 리미널리티를 특정한 ‘존재상태’나 조건·상황, 특정한 시공간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한다. 반면에 커뮤니타스는 통상 특정한 유형의 ‘사회관계’, 보다 정확히는 ‘사
회적 상호관련성의 양식’(a modality of social interrelatedness)을 가리킨다.37) 터너에
따르면, “내가 리미널리티라고 부르는 것은 커뮤니타스와 정확히 같은 게 아니다. 리미널
리티는 사회적 양식(modality)이라기보다 행위나 사고의 영역이기 때문이다.38)
따라서 리미널리티의 전복성에 의해 발생하고, 리미널한 전이 상태(liminal transition)39)
에 놓인 사람들 사이의 사회관계를 특징짓는 양식이 바로 커뮤니타스라고 말할 수 있
다. 리미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반구조적-커뮤니타스적 사회관계 양식은 일상 생활
을 지배하는 구조적인 사회관계 양식과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터너는 “인간
상호관계의 두 가지 모델”을 대비시켰다.

인간 상호관계에는 두 가지 주된 모델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병렬적인 관계이고
(juxtaposed), 다른 하나는 순환적으로 지위를 맞바꾸는 관계이다(alternating). 전자
는 사람들을 더 가진 이들과 덜 가진 이들로 갈라놓은 다양한 평가 유형들을 보
유한, 구조화되고 차별화되고 종종 위계적인 정치적-법적-경제적인 지위체계로서
의 사회에 해당한다. 후자는 리미널한 시기에 가시적으로 출현하는 것으로서, 비

非

非

( )구조화되거나 최소한으로만 구조화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비( )차별적인 코미
타투스(comitatus)와 공동체, 심지어 의례 선임자의 일반적 권위에 복종하는 평등
한 개인들의 공동체적 친교로서의 사회에 해당한다.40)
커뮤니타스의 탈(脫)구조적, 탈(脫)일상적(일상 생활의 초월성) 성격에 대해서는 이
미 앞에서 언급했다. 이제 커뮤니타스로 지칭되는 사회관계, 사회적 상호관련성 양식,
혹은 인간 상호관계 모델의 다른 여러 특징 내지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특
징들을 커뮤니타스의 존재 여부, 혹은 ‘진정한 커뮤니타스’와 ‘사이비 커뮤니타스’(false
36)
37)
38)
39)
40)

Victor W. Turner, Dramas, Fields, and Metaphors, 238.
같은 책, 166, 231.
같은 책, 52.
같은 책, 47.
Victor W. Turner, The Ritual Process,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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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as)41)를 판별하는 지표들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첫째, 인간관계의 ‘평등성’이다. 평등성은 리미널리티 단계에서 나타나는 기존 지위의
전도, 기존 지위 지우기의 직접적인 결과이다. 리미널리티 속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강
렬한 동지의식과 평등주의가 발달”되며, “서열과 지위의 세속적인 구분은 사라지거나
동질화된다.”42) 지위 소멸 및 전도는 겸손함, 자기를 낮춤과 연결된다. 통과의례를 비
롯된 다양한 의례들의 리미널 국면에서 “커뮤니타스는 의례적 모욕, 리미널 국면 이전
지위의 상징·표식을 제거하기, 의례적 평등화, 다양한 종류의 시련과 테스트 등에 의해
발생한다.”43)
둘째, 커뮤니타스는 ‘우애’와 ‘연대성’, 나아가 최대한 확장된 ‘인류애’로 특징지어지
는 사회관계이기도 하다. 커뮤니타스는 무엇보다 “영감에 찬 동료의식”이다.44) 사람들
은 리미널한 현상 속에서 “아무리 일시적일지라도, 때때로 언어로도 표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징적인 것일지라도, 어떤 보편화된 사회적인 유대에 대한 인정”, 혹은 “그것
없이는 어떤 사회도 존재할 수 없는 본질적이고 포괄적인 인간적 유대에 대한 인정”을
체험한다.45) “사람들 사이에 포괄적인 유대가 존재한다는 관념, 그와 관련된 ‘인류성’
(人類性)이라는 감정(sentiment of humankindness)”이 커뮤니타스의 중요한 특징이
다.46) 앞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터너는 데이비드 흄이 말한 ‘인간에 대한 정감’을 커뮤
니타스의 특징으로 제시한다.47)
셋째, 커뮤니타스 안에서는 가식·권위·편견이 없는 ‘인격적이고, 직접적이고, 전인적·통
전적인 만남’이 이루어진다. 커뮤니타스란 무엇보다 “어떤 사람이 지니는 구실(역할)이나
지위의 특성을 지워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인간이 서로 마주하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48) “커뮤니타스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이며 개성적인 개인들의 관계”이며, “직접적
이고 즉각적이고 총체적인 인간 정체성들과의 대면”이다.49) 커뮤니타스의 연대성은 비차
별적이고 평등할 뿐 아니라, 직접적이고, 비합리적(irrational)이라기보다는 합리성을 초
월한(nonrational) ‘나-너’(I-Thou) 관계 혹은 ‘본질적 우리’(Essential We)의 관계이
다.50) 이것은 “총체적 인간들”(total persons)의 커뮤니타스이다.51)
41)
42)
43)
44)
45)
46)
47)
48)
49)

‘사이비 혹은 가짜 커뮤니타스’는 에디스 터너가 사용하는 용어이다.
Victor W. Turner, The Ritual Process, 95.
Victor W. Turner, Dramas, Fields, and Metaphors, 53.
Edith Turner, Communitas, ⅺ.
Victor W. Turner, The Ritual Process, 96-97.
같은 책, 128.
같은 책, 111.
빅터 터너, “틀·흐름·반성”, 210.
Victor W. Turner, The Ritual Process, 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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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커뮤니타스적 인간관계는 이기적이지 않거나, 더 직접적으로 ‘이타적’이다. 에
디스 터너에 따르면, “커뮤니타스 속에서는 에고(ego)의 상실이 나타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심은 부적절해진다. …커뮤니타스의 이득은 상대방에 대한 즉각적인 이해, 용
이한 상호부조, 타인들과의 장기적인 유대이다.”52) ‘구조적 질서의 전복’ 그리고 ‘지위
와 취득의 포기’라는 커뮤니타스의 핵심 원리로 인해 커뮤니타스를 이용하여 이윤을
추구하려는 모든 시도는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53) 합리성의 초월이라는 커뮤
니타스의 특징도 그것의 정서적-감정적 측면과 함께 이기심과 이윤 동기 부재 때문에
나타난다.
다섯째, 커뮤니타스적 인간관계는 ‘고양된 감정’과 ‘집단적 기쁨’(collective joy)을 제
공한다. 커뮤니타스는 참여자들에게 “황홀한 경험”을 선물한다.54) 커뮤니타스가 등장하
기 위한 조건인 ‘평등화’와 ‘지위 박탈/지우기’ 과정은 종종 참여자들을 감정적으로 복받
치게 만든다.55) 이처럼 빅터 터너도 커뮤니타스와 관련된 체험·감정·느낌·정서의 측면
을 언급했지만, 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것은 에디스 터너의 공헌이다. 그는 자기 책
(커뮤니타스)의 부제를 ‘집단적 기쁨의 인류학’으로 달았다. “커뮤니타스가 출현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느낀다. 그것은 모든 이들의 체험에 관한 사실이다.” 커뮤니타스는 삶
의 “충만한 의미”와 관련되며, “내 생애 최고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기대치 못
한, 예외적인 시간의 체험이다.56) 에디스 터너는 커뮤니타스라는 특정한 형태의 사회관
계가 제공하는 기쁨과 즐거움, 때로는 눈물과 울음으로 표현되는 감격과 감동을 강조한
다. 이런 관점은 에디스 터너의 커뮤니타스 정의에서도 잘 드러난다. “동료 인간과 공통
의 경험을 함께하는 데서 오는 한 집단의 즐거움”(p. 2), “그들의 함께하는 삶이 충만한
의미를 획득할 때 일군의 사람들이 체감하는 느낌”(p. 1), “다른 사람과의 공감적이고
동정적인 얽힘”(p. 84) 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커뮤니타스가 제공하는 고양된 감정과 기쁨에는 자유나 해방, 나아가 성스러움이나
신비로운 합일 체험도 포함될 수 있다. 빅터 터너는 “커뮤니타스의 해방된 경험”, 그리
고 “자유롭고 평등한 동지들의 코뮤니타스”에 대해 말했다.57) 커뮤니타스는 기존 구조

50)
51)
52)
53)
54)
55)
56)
57)

Victor W. Turner, Dramas, Fields, and Metaphors, 46-47, 53.
같은 책, 238.
Edith Turner, Communitas, 3.
같은 책, 8.
Victor W. Turner, The Ritual Process, 185.
같은 책, 128.
Edith Turner, Communitas, ⅻ, 1.
Victor W. Turner, The Ritual Process, 188; Dramas, Fields, and Metaphors, 238.

- 14 -

의 강제·법·제한과 대비되거나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자발성 및 자유”과 직결된
다.58) 빅터 터너에 따르면, “커뮤니타스는 거의 모든 곳에서 성스럽게 여겨진다. 아마
도 커뮤니타스가 구조화되고 제도화된 관계들을 지배하는 규범들을 초월하거나 해체시
키기 때문이며, 또 커뮤니타스에는 전례 없는 잠재력의 경험이 수반되기 때문일 것이
다.”59) 에디스 터너에 따르면 커뮤니타스는 “집단적인 깨달음 혹은 신비적 합일”의 체
험이기도 하다.60) 해방과 혁명에 대해 논하면서, 에디스 터너는 “순박한 사람들의 성
스러움”, 그리고 “그들이 품은 자유의 희망을 구현한 비전 가득한 순간들”에 관해 언급
했다. 그에 따르면 “모든 개개의 혁명-보통사람들에 의한 매번의 파리(Paris) 권력 접
수-에는 성인들의 신비적 합일, 성인들의 지복직관(至福直觀)과 매우 가까운 천상의
인식이 깃들어 있다. 이런 체험이 신비가의 고립된 비전이 아니었다는 것, 그 체험이
넘치도록 ‘사회적이었고’ 전체 도시를 관통하여 공유되었다는 것-따라서 그런 일이 벌
어질 때마다 즉각적인 커뮤니타스 현상이 되었다는 점이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61)
여섯째, 커뮤니타스에서는 ‘행위와 인식의 융합’이 이루어진다. 빅터 터너는 커뮤니타
스 체험이 ‘흐름’(flow) 체험과 유사함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에디스 터너는 이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커뮤니타스는 사람들이 완전히 몰입하여 집합적 과업에 참여
할 때 발견될 수 있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들이 ‘흐름 속에’(in flow) 있음을 발
견할 수 있다. 곧 그들은 행위와 인식의 완전한 융합을 체험할 수 있는데, 이것
이야말로 즐거움의 결정적인 요소이다. 일단 흐름 속에 들면, 참여자 측의 의식
적인 개입은 필요치 않게 된다.62)
의례 일반의 특징이기도 한 행위-인식 융합 현상은 참여자들에게 ‘집합적 흥분’을
포함한 강렬한 감동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일상 생활을 지배하는 소소한 의심과 고민
을 손쉽게 제거하고, 자기 행위의 정당성과 타당성·진실성에 대한 강한 확신을 제공하
기도 한다.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커뮤니타스적 사회관계의 특징은 ① 평등성과 겸손함 ② 우애,
연대성, 인류애 ③ 인격적, 직접적, 전인적 만남 ④ 에고의 상실과 이타성 ⑤ 집단적
58)
59)
60)
61)
62)

Victor W. Turner, Dramas, Fields, and Metaphors, 49.
Victor W. Turner, The Ritual Process, 128.
Edith Turner, Communitas, 1.
같은 책, 86.
같은 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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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그리고 자유·해방·성스러움·신비체험을 포함하는 고양된 감정들 ⑥ 행위와 인식
의 융합으로 압축된다.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커뮤니타스적 사회관계’의 특징들일 뿐,
커뮤니타스 자체는 (앞서 언급했듯이) 반구조, 공적 성격, 일시성, 대안적 질서의 제시,
기성질서 측의 위험시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빅터 터너는 커뮤니타스 개념을 의례(특히 통과의례)의 맥락을 넘어 사회, 문화, 예
술, 정치 등 매우 다양한 맥락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했다. 에디스 터너는 거의
모든 삶의 영역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커뮤니타스 개념의 범위를 최대한 확장했다. 그
녀는 축제, 음악, 스포츠, 통과의례에서 발견되는 커뮤니타스에 대해 설명할뿐 아니라,
일(노동)의 커뮤니타스, 재난의 커뮤니타스, 혁명과 해방의 커뮤니타스, 비폭력 저항의
커뮤니타스, 자연의 커뮤니타스 등 새로운 커뮤니타스 유형과 범주들을 제시했다. 그녀
는 ‘재난의 커뮤니타스’에 대해 말하면서, 대홍수·허리케인에 의한 파괴적인 재난들을
함께 견디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죽음을 목전에 둔 호스피스 병동의 말기 암
환자들 사이에서도 커뮤니타스가 출현할 수 있다고 본다.63) 필자는 1980년 ‘광주 커
뮤니타스’를 이해하는 데 ‘혁명과 해방의 커뮤니타스’와 ‘재난의 커뮤니타스’, 그리고
‘비폭력 저항의 커뮤니타스’ 개념이 유용하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필자는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광주 커뮤니타스를 ‘항쟁의 커뮤니타스’와 ‘의례·연극의 커뮤니타스’로 구
분해 접근하는 게 유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커뮤니타스가 이처럼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라면, 그것의 사회적·
정치적 기능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리미널리티가 지배와 저항의 가능성 모두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커뮤니타스는 ①
기존 지배질서의 공고화 ② 저항과 변혁 심지어 ③ 전체주의로의 왜곡 등 세 가지 가
능성을 두루 갖고 있다. 빅터 터너는 구조-반구조(커뮤니타스) 사이의 변증법적인 진
자운동이 사회의 정상적인 작동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커뮤니타스가 기존질서
의 공고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여기에 하나의 변증법이 존재한다. 구조로부
터 해방되어 커뮤니타스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자신들의 커뮤니타스 경험에 의해 재
활성화된 구조로 되돌아갈 뿐인 통과의례의 경우처럼, 커뮤니타스의 직접성은 구조의
매개성에 자리를 내주기 때문이다.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떤 사회도 이 변증법 없이는
적절히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커뮤니타스가 전체주의적 질서로 왜곡될 가능성을
터너가 경고하는 대목도 이때 등장한다. “평등화 유형의 어떤 종교적 혹은 정치적 운동
들에서, 커뮤니타스에 대한 과장은 얼마 못가 전제주의, 과잉관료화, 혹은 다른 모델의

63) 같은 책, 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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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경직화로 귀착될 수 있다. 왜냐하면…커뮤니타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
만간에 절대적 권위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종교적 계율이든, 신
적인 계시를 받은 지도자든, 독재자든 말이다.”64)
우리의 논의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타스의 저항적-변혁적 잠재력이다.
앞서 인용했듯이 커뮤니타스에는 “전례 없는 잠재력의 경험”이 수반된다. 커뮤니타스는
그것을 체험하는 이들에게 대안적-유토피아적인 세계의 비전을 제공한다. 그것은 아직
분명치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매우 현실적인 체험이며, 강렬한 열망과 감
동, 확신을 수반한다.

커뮤니타스가 문화적으로 나타날 때는 종종 에덴동산,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천
년왕국과 같은 모습을 띤다. 물론 이를 실제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개인 혹은 집
단의 종교적·정치적 행위가 투입되어야만 한다. 이때 사회는 자유롭고 평등한 동
지들, 곧 총체적 인간들의 커뮤니타스로 그려진다.65)
따라서 기성질서의 수호자들에게 커뮤니타스가 “실질적인 위험”으로 간주될 것임에
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66) 더욱이 커뮤니타스가 발생하기 쉬운 곳은 혹은 상황은, 바
로 리미널리티, 주변성, 구조적 열위성(inferiority)이다.67) 사회적 약자, 소수자, 주변
인들이 커뮤니타스의 최우선적인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에서 자연스레 비롯
되는 이런 ‘전복성’이야말로 권력자들이 커뮤니타스를 끝없이 위험시, 불온시하는 근본
적인 이유일 것이다.
빅터 터너는 ‘커뮤니타스 이후’ 혹은 ‘포스트-커뮤니타스’ 문제에 대해서도 숙고했다.
이 문제는 커뮤니타스의 일시성, 그것의 단기 지속성과 관련된다. 커뮤니타스는 종종 기
성질서의 재활성화 역할을 수행하고 사라지며, 때로는 ‘전체주의로의 퇴행’으로 귀결되
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시간의 퇴락시키는 힘을 거슬러 커뮤니타스의 이상과 가
치들을 보존하는 데 전력을 기울인다. “(짧게 지속될 뿐인-인용자) 집합적 흥분의 시간
의 결실을 정규적으로 재생산하는 경축에 의해서 추억을 생생하게 유지할 필요”에 부응
하여 그리고 “프랑스대혁명이 고취시킨 원리들을 영원한 젊음의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
해서” 사회가 축제를 발전시킨다는 뒤르케임의 주장과 유사하게,68) 빅터 터너 역시 커
64)
65)
66)
67)

Victor W. Turner, The Ritual Process, 129.
Victor W. Turner, Dramas, Fields, and Metaphors, 237-238.
같은 책, 245.
참조: Victor W. Turner, The Ritual Process, 128; Dramas, Fields, and Metaphors,
23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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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타스의 이상과 가치들에 지속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으려는 역사적 시도들에 주목했다.
이에 대한 터너의 해법은 커뮤니타스의 유형론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지금 여기’
현재진행형의 커뮤니타스를 ‘자발적/실존적 커뮤니타스’(spontaneous or existential
communitas)라고 불렀다. 또한 커뮤니타스를 영속화하거나 지속력 있게 제도화하려는 ‘커
뮤니타스 이후의 커뮤니타스’를 ‘이데올로기적 커뮤니타스’(ideological communitas)와 ‘규
범적 커뮤니타스’(normative communitas)로 구분했다. 이 가운데 ‘이데올로기적 커뮤니
타스’는 자발적 커뮤니타스에 기초한 유토피아적 사회모델을 발전시키려는 일련의 노력
과 관련되며, ‘규범적 커뮤니타스’는 자발적 커뮤니타스의 평등주의적·인간주의적 사회
관계를 영속적인 제도와 조직으로 구현하려는 하위문화 내지 하위집단들과 관련된다.69)
필자는 ‘이데올로기적 커뮤니타스’ 개념이 ‘광주 커뮤니타스 이후’ 문제를 숙고하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이른바 ‘광주 정신’의 형성 및 구체화·세련화 노력이나 과정을 설명하
는 데 유용하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Ⅲ. 광주: ‘분리’와 리미널리티 진입
조희연은 광주항쟁을 ① “광주에 계엄군이 투입되고 낮은 수준의 민중적 저항이 시
작되는 초기”(5월 18-19일) ② “신군부 세력의 폭력성이 민중의 저항에 대항해 준전
시적인 학살 폭력으로 발전되어갔고 이에 대응하는 민중의 자위 투쟁이 전개되어 계엄
군이 광주 외곽으로 퇴각하게 되는 중기”(20-21일) ③ “계엄군이 퇴각한 후 일종의
‘해방광주’가 실현된 1주일간의 후기”(22-27일)의 세 시기로 구분한 바 있다.70) 나간
채는 항쟁 과정을 ① “대학생 중심의 시내 시위”(5월 18일 아침-19일 낮) ② “시민
참여와 공세적 대응”(19일 오후-21일 오전) ③ “시민의 무장봉기와 계엄군 퇴각”(21
일 오후) ④ “해방광주와 시민자치”(21일 밤-26일 밤) ⑤ “계엄군의 공격과 시민군의
결사항전”(27일 새벽-아침)으로 더욱 세분했다.71)
분리-전이(리미널리티)-통합으로 구성되는 통과의례의 3단계 도식에서 ‘분리’ 단계,
68) 에밀 뒤르케임, 종교생활의 원초적 형태, 노치준·민혜숙 역, 민영사, 1992, 587.
69) Victor W. Turner, From Ritual to Theatre, 47-50; id., The Ritual Process, 132;
id., Dramas, Fields, and Metaphors, pp, 169, 232.
70) 조희연, “‘급진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광주 5·18”, 5·18민중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 204.
71) 나간채, 광주항쟁 부활의 역사 만들기, 한울, 2013,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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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구조(구체제)로부터의 분리 및 일상 생활의 초월은 리미널리티 단계로 진입하기 위
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통과의례에서 분리는 지위·계급·신분·성별 표식의 제거를 포함한
특정 형태의 ‘분리의례’를 거행하거나, 특별히 준비된 (대개 성스럽다고 간주되는) 장소
로 ‘이동’함으로써 달성된다. 그러나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대체로 자발적인 성격을
띠는 ‘의례적 분리’가 아닌, 외부로부터의 강압에 의한 ‘군사적-정치적 분리’가 이루어
졌다. 동시에 광주에서는 특정한 장소로 이동함으로써가 아니라 이동할 수 없도록 강제
됨으로써, 곧 특정 장소에 고립되고 갇힘으로써 분리가 이루어졌다. 광주에서의 분리는
삼중적이었다. 광주는 ① ‘광주 바깥세상’과 분리되었고 ② 1980년 5월 당시 한국사회
를 지배하던 ‘구조’와 분리되었고 ③ 5월 17일까지 광주 사람들에게 친숙했던 ‘일상 세
계’와도 분리되었다. 분리 과정은 5월 18일부터 21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계엄령’이라는 주권자(절대권력자)의 예외조치 자체가 사람들을 구조 및 일상 세계
와 분리시킨다. 광주의 독특한 점은 5월 18-21일에 걸친 계엄군, 특히 공수부대원들
의 ‘상상할 수조차 없는’ 행동들이었다. 군인들의 기이하고 엽기적인 만행으로 광주 시
내는 순식간에 공포 영화의 현장 혹은 생지옥으로 변해버렸다. 시민들은 갑자기 이전
의 구조 및 일상 생활로부터 분리된 채 낯선 세계 속으로 내던져졌다. 시민의 공복(公
僕)이기는커녕 마치 살인마처럼 행동하는 군인들의 존재는 ‘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신
뢰와 기성 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기존 구조의 해체 혹은 약화를 보여주거나 촉진
하는 현상들이 뒤따랐다. 5월 19일부터 많은 학교들이 휴교하고 직장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다. 휴교와 직장 폐쇄는 구조의 미작동과 일상 생활의 단절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
표이다. 5월 19일부터 시민들에 의해 일부 파출소가 불타고, 20-21일에 걸쳐 세무서
와 언론사(MBC, KBS)도 불에 탔다. 기존 지배체제(구조)를 실질적·상징적으로 대표하
는 기관들에 대한 방화는 시민들이 구조를 해체시키고, 스스로를 구조로부터 분리시키
는 드문 ‘자발적’ 행동이었다. 광주 시민들을 공간적·심리적으로 철저히 고립시킴으로써
구조·일상으로부터 분리시킨 일등공신은 국가 자신(계엄군)이었다. 5월 18일부터 광주
의 실상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지 않았으며, 그런 상태에서 21일부터는 광주에 관한 왜
곡된 언론 보도들이 ‘외부로부터 광주로’ 쏟아져 들어왔다. 21일 새벽부터 시외전화가
두절되었고, 그날 저녁부터 광주로의 진입과 진출이 계엄군에 의해 차단되었다.72) 광
주를 포위하고 고립시킨 채 ‘무조건적 투항’만 요구함으로써, 계엄군은 광주 시민들을
기존 구조로부터 분리시키고 리미널리티 속으로 들어가도록 강요했다. 조정환에 따르

72)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사회과학자의 시선으로 새롭게 재구성한 5월 광주의 삶과
진실, 오월의봄, 2012, 28-29, 128, 139, 144, 162, 164, 177, 195, 2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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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무조건적인 투항을 요구함으로써 더 이상 낡은 방식으로 사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
던 것은 계엄군이었다. 전두환의 계엄군은 지금과는 다르게 생각하고 또 지금과는 다
르게 행동하지 않을 수 없도록 모든 사람들을 강제했다.”73) 그 결과 1980년 5월 하순
의 광주는 “이 세계에서 가장 멀리 버려진 도시”가 되었다.74) 5월 21일 밤부터 광주가
시민들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해방구’ 상황은 그 자체가 ‘탈구조’이자 ‘반
구조’의 탁월한 사례이기도 했다.
당시 광주 사람들은 이처럼 구조 및 일상 세계로부터 ‘분리’되었고, 따라서 어쩔 수 없
이 리미널한 시공간으로 들어가기 쉬운 상황에 놓였다. 그들은 기존 구조의 규제력과 구
속력에서 해방되기 쉬운 상태에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앞에서 정리한
리미널리티의 여러 특징들이 광주에서도 나타났다.
광주의 리미널리티는 불과 열흘 정도만 지속되었던 지극히 ‘단기적인’ 현상이었다.
또 이미 살펴보았듯이, 당시 광주에서는 ‘분리’와 ‘탈구조’, ‘일상성 초월’의 양상이 여러
부면에서 나타났다. 특히 군대가 물러간 5월 21일 저녁 이후에는 ‘생사람을 때려잡던’
공수부대원들을 비롯한 ‘군대·경찰의 부재’만으로도 시민들은 탈구조, ‘다른 구조’를 실
감할 수 있게 되었다. 더 이상 군대와 경찰이 없는 세상, 그것은 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이때부터 광주시의 경계가 리미널 공간의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가
되었다. 경계의 안쪽은 리미널리티의 공간, 바깥쪽은 구조와 일상성의 공간이 되었다.
나아가 2017년에 개봉된 영화 택시운전사가 잘 보여주듯이, 그리고 1980년 5월 23
일 발생한 주남마을 학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철저히 고립되고 차단된 광주시
의 경계는 삶과 죽음의 경계이기도 했다. 어느 방향으로든 그 경계를 넘어서려면 죽음
이나 투옥, 추방을 각오해야 했다. 삼엄한 감시를 뚫고 광주 내부로 잠입하는 행위는
리미널한 시공간으로 들어감을 의미했다.
리미널리티에 특징적인 이도저도 아님, 모호성, 애매함도 나타났다. 1980년 5월의
광주는 물론이고, 22일 이후의 ‘해방광주’ 역시 결코 동질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
은 이질성이 공존하는 ‘이도저도 아닌 공간’이었다. ‘해방광주’ 안에서조차 ‘광주 커뮤니
타스 바깥’에 있던 이들이 상당수였다. 조정환은 ‘해방광주’ 내의 분열과 기존 구조(주
권)를 인정하면서 관용과 선처를 요구하는 이들, 그리고 “저항하는 다중의 생명을 짓밟
는 주권을 무효로 선언하고 거부하는” 이들 사이의 대립으로 보았다.75) 그러나 수습위
73) 조정환, “광주민중항쟁과 제헌권력: 자율주의의 관점에서”, 5·18민중항쟁에 대한 새
로운 성찰적 시선, 192.
74) 김진경, “광주”, 시: 5월문학총서1, 5월문학총서간행위원회 편, 5·18기념재단,
2012,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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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에 참여한 이들도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었고, 수습위원회 자체가 여러 종류였다.
심지어 시민군 내에서조차 이질성이 상당했다.76) ‘광주 리미널리티’ 안에는 구조와 반
구조가 공존했으며, 구조를 대표하고 지지하는 이들과 반구조를 지지하는 이들이 뒤섞
이고 갈등적으로 공존했다. 이런 이유로 항쟁 기간 내내 상충하는 입장들 간의 갈등이
그치질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한편에는 가공할 국가폭력과 죽음에 대한 불안·공포가, 다
른 한편에는 승리와 해방의 환희·기쁨이 계속 공존했다.
리미널리티 속에서 사회가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가시화되고 성찰성이 강화되는 현상
도 나타났다. 구조와 지배체제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구조-지배체제의 구속력과
규제력, 영향력이 모두 약화되었다. 특히 군대와 경찰의 실체·실상에 대한 충격적인 재
발견, 비보도 혹은 왜곡보도를 통해 드러난 언론의 진면목을 우선 지적할 수 있을 것
이다. 5월 18일부터 21일 사이에 광주 시민들이 목격한 국가는 조희연이 말한 ‘순수
폭력으로서의 국가’, 곧 “국가가 폭력 그 자체가 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77) 광주·전
남 지역의 지배 엘리트들로 구성된 최초 수습위원회의 실체가 시민궐기대회 현장에서
여지없이 폭로되기도 했다. 리미널리티가 기존 체제에 의해 위험시되는 현상도 나타났
다. 신군부 세력은 광주항쟁의 주역들을 ‘폭도’나 ‘불순분자’로, 광주의 저항을 ‘폭동’으
로 낙인찍었다. 국무총리는 ‘해방광주’를 ‘치안 부재상태’로 묘사했다. 해체된 혹은 일시
적으로 무력화된 기존 구조의 공백을 채우는 새로운 가능성·잠재력과 창조성이 부각되
기도 했다.
개인 차원에서도 평범한 시민들, 심지어 ‘술집 아가씨’ 등 평소 사람들로부터 멸시받
던 이들이 ‘투사’로, ‘민주 시민’으로, ‘애국자’로 정체성의 변화를 겪었다. 시민들은 지
배세력이 덧씌운 ‘폭도’나 ‘불순분자’ 낙인을 단호히 거부했다. 대신 시위에 나선 택시
기사들은 “민주 기사들”로 칭송받았고, 시민들에게 배포된 소식지에는 ‘투사회보’ 혹은
‘민주시민회보’라는 명칭이 붙었다. 도청 인근 건물에는 ‘민주 시민 강령’이 게시되었
다.78) 광주 사람들은 투쟁하는 시민들의 공동체 안에서 ‘존엄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
다.79)
광주 리미널리티의 결말이 ‘질서의 리미널리티’였는지 혹은 ‘변혁의 리미널리티’였는
지가 중요한데, 이 문제는 4절에서 보다 자세히 논할 예정이다. 리미널리티 참여자들의

75)
76)
77)
78)
79)

조정환, “광주민중항쟁과 제헌권력”, 앞의 책, 182.
최정운, 앞의 책, 219-232 참조.
조희연, “‘급진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광주 5·18”, 앞의 책, 223.
최정운, 앞의 책, 162, 170, 245.
같은 책, 173, 196,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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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성과 연대성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런 평등성과 연대는 항쟁 과정과 시민궐기대
회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Ⅳ. 해방의 커뮤니타스
앞서 소개한 에디스 터너의 커뮤니타스 유형론은 광주항쟁을 분석하는 데도 매우 유
용하리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광주항쟁과 관련해서는 ‘혁명과 해방의 커뮤니타
스’(communitas of revolution and liberation)와 ‘재난의 커뮤니타스’(communitas of
disaster) 개념이 특히 중요해 보인다. 재난의 커뮤니타스는 국가폭력에 의한 ‘대규모의
민간인 학살’이라는 사회적 재난을 둘러싸고 형성되었다. 여기에는 시신 관리와 신원
확인, 장례와 추도 문제뿐 아니라, 항쟁 기간 중의 부상자 돕기와 헌혈도 포함된다. 재
난의 커뮤니타스는 계엄군의 공격이 임박한 1980년 5월 26일 아침의 이른바 ‘죽음의
행진’, 죽음을 목전에 둔 26일 밤 전남도청 시민군의 비장했던 상황과도 관련된다. 아
울러 ‘죽음의 행진’은 ‘비폭력 저항의 커뮤니타스’(communitas of nonviolence)의 중요
한 사례로도 볼 수 있다.
필자는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광주 커뮤니타스’를 두 개의 국면으로 구분하는 게
유용하다고 판단한다. 치열한 갈등과 충돌, 가공할 과시적 폭력과 학살극이 전개되던 5
월 18일부터 21일까지, 그리고 계엄군이 도시 밖으로 퇴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평온을
유지하다가 계엄군이 다시 무력 탈환 작전에 나선 5월 22일부터 27일 새벽까지를 나
누는 것이다. 우선, 5월 18-21일에는 계엄군의 비인도적 만행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항쟁의 커뮤니타스’, 이와 동시에 ‘죽음의 대량생산 사태’80)에 대응하는 과정에
서 형성되는 ‘재난의 커뮤니타스’가 두드러졌다. 이때 항쟁의 커뮤니타스는 에디스 터
너가 말하는 ‘혁명·해방의 커뮤니타스’와 유사한 것이다. 두 번째로, 5월 22일부터 27
일 새벽까지는 희생자 추모와 시민궐기대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례-연극의 커뮤니타
스’가 전면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이전에 형성된 (시민군을 중심으로 한) ‘항쟁의 커뮤
니타스’도 지속되었다. 26일 이후에는 계엄군과의 최후 담판 혹은 최종 결전을 준비하
는 ‘재난의 커뮤니타스’도 다시 출현했다.

80) 권헌익, 학살, 그 이후: 1968년 베트남전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인류학, 유강은 역,
아카이브, 2006, 44,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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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항쟁 과정에서 출현했던 이런 다양한 커뮤니타스 유형들을 아우를 적절한 표현은
아마도 ‘해방의 커뮤니타스’일 것이다. 광주 시민들이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절대공동
체’를 형성하여 나흘간의 투쟁을 통해 공수부대 3개 여단을 물리쳤던 과정을 최정운은
‘해방’의 경험으로 요약했다.

이 과정의 경험은 공포를 이성으로 극복하고 인간이 되기 위해 나섰던 각각의
시민들이 다수의 동료들을 만나 하나로 융합되고 그곳에서 새로운 자신, 인간의
존엄성에 의혹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변화의 과정이었고 이는 해방을 의미했
다. …죽음의 공포를 절대공동체로 극복하는 경험은 모든 세속적 감각과 번뇌로
부터의 해방이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욕망과 이상은 아무런 의
미가 없는 전체적인 삶, 그 자체만이 있을 뿐이었다.81)
일상적 속박과 욕망·번뇌를 초월하는 이런 해방 경험은 “인간 존엄성이 모두에게 풍
요롭게 주어지는 과정이었고 공포에 떨던 모든 광주 시민들의 구원이었다.”82) 뿐만 아
니라 절대공동체의 경험은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 원칙, 언어의 속박으로부터 몸, 생명의
해방”이자, “각종 사회적 역할과 분류의 굴레와 억압을 벗어난 순수한 인간됨이었고 그
런 의미에서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절대 해방이었고 이는 ‘혁명적’ 순간”이기도 했다.83)

1. 1980년 5월 19일-21일: 항쟁과 재난의 커뮤니타스
최정운은 5월 20일 오후부터 그가 ‘절대공동체’라고 부르는 광주 시민들의 독특한
공동체적 질서가 출현했다고 보고 있다.84) 그러나 그 이전인 19일 오후부터 ‘항쟁-재
난의 커뮤니타스’에 가까운, 커뮤니타스 형성의 징후들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다.
최정운에 따르면, 18일 이후 경찰·계엄군과 맞선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는 단속적(斷
續的)인 양상을 보였다. 19일 오후부터는 공포에 따른 도피에 대한 수치심, 공동체에
대한 의무감 등이 교차하면서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났고, 이들 중 일부는 밤새도
록 시위를 계속했다고 한다.85) 임철우는 19일 오후 초엽 시위대 사이에 형성된 진한

81)
82)
83)
84)
85)

최정운, 앞의 책, 185-186.
같은 책, 199.
같은 책, 200-201.
같은 책, 185.
같은 책, 154-155, 160, 162,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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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의식(신뢰감과 동질감)을 소설 봄날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한 바 있다.

울컥 목젖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그들은 저마다 등과 어깨를 마주하고 있는 주변
의 낮선 얼굴들을 새삼스레 돌아보기도 했다. 그러자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타인
들이 불현듯 형언하기 어려운 애정과 슬픔으로 다가왔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광주 사람이라는 것, 오직 맨주먹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자신과 함께 몸을 맞대
고 서 있다는 것-바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서로에게서 형언키 어려운
신뢰감과 동질감을 확인하는 느낌이었다.86)
“함께 몸을 맞대고 서는”, “등과 어깨를 마주하는” 신체 접촉이 낯선 이들 사이에 급
속도로 연대감을 확산시켰다. “시민들은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어깨를 끼고 스크럼을 짜
같이 죽기로 하고 싸웠”는데, “각기 따로 시내로 나온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스크럼을
짜고 시위하는 것은 이때 처음 있는 일이었다.”87) 나아가 시위 현장에서 신체 접촉을
포함하는 항쟁의 분업, 곧 돌 깨기, 깨진 돌이나 각목·파이프 나르기, 물수건·치약 건네
기, 음료수 제공하기, 바리케이드 쌓기, 화염병 만들기, 부상자 돌보기 등을 통해 자연
스레 ‘항쟁의 커뮤니타스’가 형성되었다. “아무도 서서 구경하는 사람은 없었다.”88) 부
상자들을 위한 헌혈도 간접적인 신체적 접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항쟁의 커뮤니타스’는 강렬한 전우애로 특징지어지는 ‘전장(戰場)의 커뮤니타
스’와도 유사할 것이다. 다음은 1980년 5월 20일 하루 동안 형성된 광주 커뮤니타스의
단면이다.

19일 저녁 비가 내렸다. 시민들은 비를 피해 흩어졌다가 20일 아침 다시 모였다.
전남주조장 앞에서 참혹하게 찢긴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 이날 오후가 되자 시
외곽의 시민들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중심가로 몰려들었다. 시위대는 금세
수만 명에 이르렀다. 시위대 규모가 커지자 다시 7공수여단과 11공수여단의 공수
부대가 시내로 투입되었다. 2시 30분께 서방삼거리에서 공수부대가 화염방사기를
쏘아 그 자리에서 여러 명의 시민이 타 죽었다. 오후 3시 금남로 화니백화점 앞
에서 시민 수천 명이 최루탄 연기 속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애국가>와 <아리랑>을 불렀다. <아리랑>이 금남로 바닥을 타고 퍼지면서 일대
가 울음바다로 변했다. 시위대는 “우리를 다 죽여라!” “우리 다 같이 죽읍시다!”
하고 죽음을 작정한 절규를 쏟아냈다. 공수부대의 만행을 알리는 대자보는 “아,
86) 임철우, 봄날 2, 문학과지성사, 1997, 178.
87) 최정운, 앞의 책, 174.
88) 같은 책, 42-43, 16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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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여! 싸우다 죽자!”고 절망적으로 부르짖었다.
광주는 공수부대에 맞서 싸우며 한 몸뚱이처럼 됐다. 스크럼을 짠 시민들은 공수
부대의 곤봉에 피범벅이 되어가면서도 스크럼을 풀지 않았다. 황금동의 술집 아
가씨들, 대인동의 사창가 여자들도 할 일을 찾아 뛰어나왔다. 피를 뽑아 헌혈하
고 부상자를 치료했다. …날이 어두워오자 유동삼거리 쪽에서 대형 트럭과 버스
를 앞세우고 200여 대의 택시가 전조등을 켠 채 금남로로 밀려왔다. …택시 200
대가 한꺼번에 밀려들자 금남로의 시민들은 “만세”를 부르며 서로를 껴안고 눈물
을 흘렸다. 여자들은 김밥·주먹밥·음료수·수건을 가지고 나와 시위대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날 저녁 수천 개의 태극기를 손에 든 시민들이 <아리랑>을 부르며 도
청을 향해 나아갔다. 그때 상황을

동아일보

기자 김충근은 이렇게 전했다. “나

는 우리 민요 <아리랑>의 그토록 피 끓는 전율을 광주에서 처음 느꼈다. 단전단
수로 광주 전역이 암흑천지로 변하고…도청 앞 광장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모여드
는 군중들이 부르는 <아리랑> 가락을 깜깜한 도청 옥상에서 혼자 들으며 바라보
는 순간, 나는 내 핏속에서 무엇인가 격렬히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얼마나 하염
없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89)
5월 20일 오후 들어 크게 불어난 성난 시위대에 밀려 공수부대가 이전의 ‘바둑판식
점령’을 포기하고 ‘대대 단위 주요 거점 방어’ 전술로 전환하면서 광주 시내 곳곳에 ‘해
방구들’이 생겨나자 시위 양상도 크게 변화되었다. 연좌농성이 집회로 발전하면서, 연
설, 노래 배우기, 구호 외치기, 유인물 낭독 등 자연발생적인 대중집회가 열렸다. 특히
다함께 “아리랑을 부를 때는 모두 울음바다가 되었다.” 시민들은 죽음과 국가폭력에 대
한 공포에서 사실상 해방되었고, 시위는 약간은 들뜬 ‘축제’처럼 변했다.90) “20일 오후
이후부터 시위대에서 간혹 터져 나오는 어린아이 같은 웃음소리들”도 들리게 되었
다.91) 기존 지배구조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하는 ‘해방구’의 등장은 커뮤니타스 형성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었다. 역동적인 시위가 다소 정적인 축제 분위기의 의례·집회
와 결합하면서 커뮤니타스의 기쁨과 즐거움, 감격과 감동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다. 그 속에서 기존 구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이루어지고, 대안적 질서가 상상되
었다. 이 커뮤니타스는 해방과 사랑, 연대감, 인간존엄과 휴머니즘, 시민 개개인의 재생
(再生)과 “신명나는 자기창조”의 체험이기도 했다.

89) 이희호, “80년 5월 20일 고립무원 ‘광주’는 밤새 공수부대와 싸웠다”, 한겨례 (2016.1.4),
19.
90) 최정운, 앞의 책, 167-169.
91) 같은 책,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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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의 숫자가 늘어나자 시내에는 해방구들이 생기고 이 공간에서 시민들은 공
포를 이성으로 극복한 인간으로서 해후하고 축하의 의식을 통해 연대감을 확인했
다. 시민들이 추구했던 인간 존엄성의 회복은 개인의 용감한 투쟁에 대한 자기 확
신 외에 동료 인간들의 인정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절대공동체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절대공동체의 핵심은 사랑, 즉 고결한 존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었다. 이러한 공동체가 등장하자 망설이던 시민들도 절대공동체의 축복을 받기 위
해 너도나도 합류했다. 모든 시민들은 동시에 공포에서 해방되었다. 그들은 이곳
에서 존엄한 인간으로 세례 받았고 그 값을 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싸웠다. 시민
들은 절대공동체에서 다시 태어났고 이 순간 투쟁은 신명나는 자기창조였다.92)
그날 오후 평소 느껴보지 못한 놀라운 친밀감과 강렬한 연대감이 사람들을 사로잡았
다. “그 낯모르는 사람들 모두를 와락 끌어안고 싶은 충동마저 느꼈다. 뜨거운 애정 같
기도 하고 연민 같기도 한, 아니 어쩌면 벅찬 그리움 같기도 한 참으로 기이한 감정.
그 알 수 없는 불덩어리로 가슴이 뻑뻑하게 차올랐다.”93) 사람들 사이에 “강력한 상호
인력과 접착력, 일체감과 지속성”을 갖는 새로운 관계가 생겨났다.94) “외로움을 느꼈던
사람은 없었다. 모든 시민들은 죽마고우처럼 얘기하고 도와줬다.”95) 동지애로 똘똘 뭉
친 군중 속에서 강렬한 상호작용과 감정의 전염이 발생했다. 커뮤니타스 속에서 사람
들은 안도감과 자신감·용기를 느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정당성·의로움·진실성에 대
한 확신을 동반하는 ‘인식과 행위의 융합’을 체험했다. 투쟁하는 시민들은 “자신들의 의
사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확신을 느끼고 적과의 전쟁을 수행했다. 80만 전 광주 시민은
하나의 절대적 주체로 등장했고 따라서 그들은 일상적 행위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들을
추호의 의문도 없는 정당한 것으로 확신했다.”96)

시민들 역시 은연중에 바로 그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무엇보다
엄청나게 불어난 시위대, 그것도 여자들과 중, 고등학생들까지 섞인 엄청난 숫자
에 연신 놀라고 있었다. 그 놀라움은 순식간에 굉장한 자신감을 불러일으켰고,
공수부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현저하게 희석시켰다.
시민들은 이제 혼자가 아님을 실감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수였다. 눈앞에 버티고
서 있는 계엄군 숫자의 몇 배나 되는 군중들과 함께, 지금 그들은 한 공간에 모

92)
93)
94)
95)
96)

같은 책, 196.
임철우, 봄날 3, 문학과지성사, 1997, 135.
이진경·조원광, “단절의 혁명, 무명의 혁명”, 앞의 책, 134.
최정운, 앞의 책, 175.
같은 책, 31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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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그들 모두에게 안도감과 자신감
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다.’
어느 사이엔가 시민들은 그렇게 확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마다의 내부 어딘
가에 지금껏 감추어져 있던 어떤 미지의 힘과 용기의 돌연한 꿈틀거림에 문득문
득 놀라고 또 감격하기도 했다.97)
5월 20일 저녁으로 접어들 무렵 택시와 버스·트럭 기사들의 차량시위는 미리 운집해
있던 시민들에게 절정의 감정에 가까운 엄청난 집단적 환희를 촉발했다. 커뮤니타스에
속한 사람들의 놀라운, 그리고 어느 정도는 성스러운 변신의 순간이었다. 그 기적 같은
변화는 일상적인 감정으론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일이었다. 임철우는 이 광경을 다음
과 같이 묘사한다.

감격에 겨운 사람들은 차도로 뛰어 내려가 운전석에 앉은 기사들의 손을 움켜잡
아 흔들기도 하고, 옆 사람을 아무나 부둥켜안고 펄쩍펄쩍 뛰는 시늉도 하고, 그
러다가 엉엉 울음을 터뜨리기도 한다. …“이, 이럴 수가! 양마, 참말로, 참말로, 이
것이 우리 시민들이냐?”
“됐어! 됐어! 이제는, 이제는, 됐어! 흐으으…”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눈앞에
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아아, 저들은 어디서 이렇게 기적처럼 나타났단 말인가. 저들이 정말 내가 지금
껏 알고 있던, 세상일엔 그리도 무관심한 것처럼만 보이던 바로 그 시민들이란
말인가. 평소엔 그리도 거칠고 이기적으로만 보이던 사람들. 늘상 무질서하고 무
지하며 무기력하게만 보이던 사람들. 하루하루의 생계에만 매달린 채 그저 평범
하고 속되게만 살아간다고 여겨왔던,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들이란 말인
가…’98)
항쟁의 커뮤니타스 속에서 시민들은 “이 순간 ‘이젠 죽어도 좋다’는 극도의 환희”를
느꼈다.99) 짧지만 너무도 강렬하고 현실적이었던 대안적 질서의 체험·상상은 홍희담이
자신의 소설 ｢깃발｣에서 방직회사 노동자인 순분을 통해 했던 말에 응축되어 있다. “이
며칠간 맛본 해방의 기쁨만으로도 일생 동안 어떤 험난한 일을 당하더라도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아.”100) 광주 커뮤니타스는 불과 며칠 동안만 지속된 단기적인 현상이었지
97)
98)
99)
100)

임철우, 봄날 3, 185.
같은 책, 197-198.
최정운, 앞의 책, 316.
홍희담, ｢깃발｣, 소설: 5월문학총서 2, 5월문학총서간행위원회 편, 5·18기념재단,
2012, 163. 이 소설에서 순분은 선배 노동자인 형자와 항쟁 과정에 적극 참여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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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것은 마치 “백 년이 단 며칠 사이에 흘러가 버리”는 것처럼 지극히 ‘두터운 시간’
이었다.101)
당시 광주 시민들은 “스스로의 싸움을 ‘거룩하다’고” 느낄 만한 애국적 행위로 여겼
다. 그들은 “거룩한 절대공동체” 속에서 “성스러운 초자연적 체험”을 했다.102) 시민들
은 저항공동체와의 신비적인 하나 됨(합일)을 체험하기도 했다. 이진경과 조원광은 최
정운의 절대공동체론에 동의를 표하면서 “공수부대에 의해 자행된 ‘인간 존엄성의 파
괴’와 이에 대한 분노와 결단이 어쩌면 ‘종교적 합일’의 느낌까지 느끼게 하는 ‘절대공
동체’를 형성했다”고 말했다.103) 이와 유사하게, 시민들의 <아리랑> 합창은 “신비로운
힘을 발휘”했다. “아리랑의 감격은 모두가 인간으로 하나 됨의 느낌이었다. …아리랑 가
락은 몸을 통해서 그리고 몸의 느린 움직임으로 신비스럽게 전 시민을 하나의 움직임으
로 묶어나갔다.”104) 최정운은 커뮤니타스의 이런 황홀하고 신비스러운 체험을 종종 “취
기”(醉氣)로 표현했다.
항쟁의 커뮤니타스 안에서는 동료 인간에 대한 전적인 신뢰·애정·유대감에 기초한 인
격적이고 전인적인 만남이 성사되었다.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빅터 터너가 말한
‘총체적 인간’(total person)이 되었다. 조정환은 광주 커뮤니타스를 ‘전인(全人), 초인
(超人)들의 공동체’로 간주했다.
그들(“소외된 사람들”이 주축인 시민군-인용자)의 등장으로 지역 공동체는 다른
유형의 공동체로, 현존하는 주권 질서와 화해할 수 없는 공동체로, 요컨대 정치
적 자치 공동체로 변신하기 시작했다. 이제 시위와 항쟁은 자신의 존엄을 선언하

蜂起)로

기 위해 모인 다중의 봉기(

변모한다. 존엄을 선언하는 투쟁에서 각자는

全人)으로 다시

직업이나 신분을 벗어나며, 어떠한 이해관계에서도 자유로운 전인(

태어난다. …그 순간 각자는 바로 자신의 지도자이자 모든 사람에 대한 지도자이
다. 그 순간 각자는 법적 인간의 권리로서의 인권을 달성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인용된 구절은 계엄군의 재공격이 임박한 5월 26일 저녁 무렵 전남도청 앞에서 형자
에게 한 말이다.
101) 이영진, “백 년이 단 며칠 사이에 흘러가는 것을 보았다”, 시: 5월문학총서 1,
51-52, 특히 52. 최정운은 일시성 및 초월성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다. “절대공동체
는 잠시밖에 존재할 수 없는, ‘일상 생활’이 정지되어 순수한 인간공동체로 존재했던,
한순간의 절대 해방이었고 곧 다시 억압된 현실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비일상적 현실
이었다”: 최정운, 앞의 책, 325
102) 같은 책, 176, 190, 197.
103) 이진경·조원광, “단절의 혁명, 무명의 혁명”, 앞의 책, 133.
104) 최정운, 앞의 책, 173,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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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을 달성한다. 이것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자기지배로서의 절대적 민주주의이
자 초인들의 공동체이다.105)
최정운은 광주의 절대공동체를 ‘위대한 인간들의 공동체’로 보았다. “시민들은 길거리
에서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싸우는 위대한 동료 시민을 만나 서로 위대한 인간끼리의
절대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 절대공동체에서 시민들은 스스로 위대한 인간임을
확인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모든 사회적 속박과 제약으로부터 절대 해방을 경험했고 80
만 광주 시민은 이 절대공동체에 합류했다.”106) 김희수 시인은 인격적·전인적 인간관계
를 가로막았던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뚫리고 트이는 싱그럽고도 뜨거운 ‘해방세상’
으로 광주 커뮤니타스를 형상화했다.

그렇다! 해방세상은 이렇게 싱그러운 것 / 새롭게 뚫린 혈관마다 / 순백의 피가
출렁이고 / 그렇다! 해방세상은 이렇게 뜨거운 것 / 천 년 찌든 가슴들이 트이고
/ 막혔던 만석보가 뚫리고 / 만나는 사람마다 / 달아오른 얼굴마다 / 진하게 뽀뽀
를 해주고 싶었다.107)
5월 21일 오전에도 다시 한 번 커뮤니타스 상황이 펼쳐졌다. 아침부터 금남로 주변
에 수십만 명의 군중이 운집했다. 나간채가 말했듯이, “그 당시 총인구 70여만 명의 광
주시에서 20-30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어린이와 노약자 등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제외하면 거의 전 시민이 참여”한 셈이었다.108) 21일 오전 금남로 주변에 모여
든 “시민들의 표정 역시 이미 어제까지와는 판이했다. 그들에겐 이미 두려움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았다. 공포와 불안 대신 극도의 분노와 증오심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
으로 시민들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109) “한 도시 인구 전체가 거의 빠짐
없이 시위에 참가한 동서고금의 유례없는 장관”이 펼쳐진 가운데 “시 외곽에는 축제 분
위기로 가득 찼다.”110)

21일 오전 10시 30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광주 중심가로 운집했다. 전날 밤 최
전방 20사단 병력이 서울을 출발해 21일 광주 지역의 공수부대와 합류했다. 광주
105)
106)
107)
108)
109)
110)

조정환,
최정운,
김희수,
나간채,
임철우,
최정운,

“광주민중항쟁과 제헌권력”, 앞의 책, 193.
앞의 책, 316, 아울러 198-199을 볼 것.
“오늘은 꽃잎으로 누울지라도”, 시: 5월문학총서 1, 217.
앞의 책, 61.
봄날 4, 문학과지성사, 1998, 37.
앞의 책,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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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만 명의 병력에 둘러싸였다. 사람들은 하나로 뭉쳐 싸우지 않으면 이 무서운
고립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느꼈다. 30만 시민은 공수부대 철수를 요구하며
금남로를 채우고 도청을 에워쌌다. 한 도시의 시민 전체가 일어나 완전 무장한
군대와 맨몸으로 맞선 것은 현대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시위대는 아침부터 버스와 트럭을 이용해 시민들을 금남로로 실어 날랐다. 여자
들은 동마다 통반 조직을 가동해 쌀을 거두고 김밥과 주먹밥을 만들었다. 전 시
민이 시위대를 성원하고 시위대와 일체가 됐다. 당시 시위에 참여해 차를 타고
시내를 돌았던 이세영은 이렇게 증언했다. “가는 곳마다 아주머니들이 힘내서 싸
우라며 김밥과 주먹밥을 차에 올려주었다. 이 가게, 저 가게에서 음료수와 빵을
던져주었다. 물수건으로 최루탄 가스에 뒤덮인 얼굴을 닦아주기도 했다. 시민들
의 격려와 보살핌은 어느새 나의 두 눈에 눈물이 고이게 했다. 아무리 눈물을 흘
리지 않으려고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가슴은 뜨거워졌고 눈시울은 젖어 마침내
눈물은 볼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자연스럽게 죽음마저도 각오했다.

…이것이 바로 운명공동체인지도 모른다.”111)
항쟁의 과정에서 군인들의 추적을 받는 대학생과 청년들을 제 자식처럼 여겨 보호하
거나, 음식과 피를 나누는 등 시민들의 ‘이타적인’ 행동도 빈번했다.112) 잘사는 동네,
잘사는 사람들이 재산 기부를 거부하기도 했지만,113) 시민들은 기꺼이 항쟁과 부상자
치료, 사망자 장례를 위한 모금운동에 응했다. 이런 이타성은 항쟁 기간 내내 유지되었
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 고귀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쳤다. 많은 시민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계엄군의 가공할 폭력과 맞섰다. 시민군 구성원들은 말할 것도 없었
다. 항쟁 막바지로 갈수록 더더욱 그러했는데, 시민군 중 일부는 자신이 죽을 경우 주
검 확인에 대비해서 주머니에 인적사항을 적은 종이쪽지를 넣고 다녔고, ‘특수기동대’
의 경우 “대원들은 모두 ‘죽기를 각오’하는 언약을 한 뒤 차에 탔다.”114) 김성국이 말
했듯이 “집단적 죽음이 예고된 무장투쟁”은 “극한적인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불가피하게 최후의 자위 수단으로 선택될 뿐 아니라, 대부분 죽음을 각오하고 시도되
는 비장한 자기희생의 헌신”이었고, “자기가 꿈꾸고 갈구하던 사회에 대한 헌신적 통합
이 요구한 이타적 자살”이었다.115) 투옥이나 추방, 심지어 죽음마저 각오하고 ‘광주의
진실’을 외부와 세계에 알리려 애썼던 기자나 성직자도 여럿이었다.

111)
112)
113)
114)
115)

이희호, “항쟁 내내 광주 시민들은 ‘김대중 석방하라’ 외쳤다”, 한겨례(2016.1.11), 17.
최정운, 앞의 책, 140-141, 167, 181-182 참조.
같은 책, 190, 243.
같은 책, 287-288. 이 밖에도 247-248, 266, 268-269, 270-272 참조.
김성국, “아나키스트적 시각에서 본 5·18”, 앞의 책, 300,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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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쟁의 커뮤니타스에서는 평등화와 지위 전도 현상도 활발했다. ‘지위 지우기’에 따
른 ‘낮은 자들의 부상·주도성’ 현상이 뚜렷했다. 항쟁의 커뮤니타스 속에선 누구나 항쟁
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18일 이후 형성된 저 흐름의 구성체는 지위나 이름에 따
라 활동하고 작동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이름을 지우고 지위를 무효화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해야 한다. …이 무명의 혁명, 비인칭적 구성체에서는 투쟁을 이끌
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는 인물인지, 어떤 경력을 갖고 있는 인물인지는 아
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누구나 지도할 수 있었고 또 누구나 지도자였
다!”116) 이것은 단지 항쟁 과정을 누가 주도했느냐의 차원을 넘어선다. 그것은 대안적
인 질서와 세상의 출현, 곧 “서로를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내주고 함께 나누는 새로운
관계가, 새로운 세계가 출현”함을,117) 아울러 “절대적 평등과 ‘세상이 뒤집히는’ 상황”
이 출현함을 뜻하기도 했다. “기존 사회에서 주변에 밀려나 있던 계급들은 절대 평등의
상황에서 절대공동체의 중심을 차지했고 기존 사회에서 스스로 지배자로 자처하던 계
급은 절대공동체의 주변으로 밀려나 점차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세상이 뒤바뀐 것이
다. 광주의 기존 공동체를 적으로부터 모든 시민들이 나서서 지킨다는 자연스런 논리
는 기존 지배계층이 배신자로 전락하는 모순을 낳은 것이다.”118) 이런 상황에서 사람
들이 “흡사 딴 세상에 와 있는 느낌”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119) 구(舊)
지배층 인사들이 시민궐기대회 석상에서 마이크를 빼앗기고 공박당하거나, 수습위원회
의 회의장에서 공공연히 위협을 당하고, 급기야 수습위원회 자체가 탄핵당해 해체되는
모습 등에서 잘 드러나듯이 커뮤니타스의 평등주의 역시 ‘해방광주’가 본격 등장한 22
일 이후에도 대체로 유지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계엄군의 야만적인 살육 행위에 맞서는 과정에서 5월 19일
이후 형성된 항쟁-재난의 커뮤니타스는 앞 절에서 정리한 커뮤니타스적 사회관계의 특
징들, 곧 평등성, 연대성, 인류애, 인격적·전인적 만남, 이타성, 집단적 기쁨과 고양된 감
정들, 행위-인식의 융합 현상을 두루 보여준다. 아울러 광주의 항쟁-재난 커뮤니타스는
반구조, 공적 성격, 일시성, 대안 질서 제시, 기성질서 측에 의한 위험시와 같은 커뮤니타
스의 일반적인 특징들도 드러내고 있었다.
시위대가 도시의 상당 부분을 장악한 20일 오후부터 커뮤니타스가 본격적으로 형성
되었지만, 항쟁-재난의 커뮤니타스는 5월 21일 오후 초엽 계엄군의 집단 발포와 2차

116)
117)
118)
119)

이진경·조원광, “단절의 혁명, 무명의 혁명”, 앞의 책, 148.
같은 책, 133.
최정운, 앞의 책, 317, 320.
같은 책,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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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극으로 크게 동요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항하는 시민군의 등장과 무장 항쟁으로
21일 저녁 계엄군을 도시 바깥으로 몰아냄으로써 커뮤니타스는 신속히 복원되었다. 20
일 오후의 국지적인 해방구들을 넘어, 21일 밤에는 광주 전체가 해방구가 되었다. 다
음 시편들은 ‘해방된 광주’의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

해방은 이렇게 피의 산을 넘고 / 불바다를 건너서 왔다
거리 가득 풍요한 사랑! / 건물 가득 뜨거운 인정! / 너와 내가 아닌 우리를 느낄
때 / 진정으로 사람이 사람다울 때 / 얼싸안고 붙들고 주르륵 눈물 날 때 / 해방
은 감격처럼 왔다 / 코끝이 찡하게 왔다120)
페퍼포그가 멈추고 / 최루탄이 사라지던 날 / 무진벌의 백성들이 모여들었다
지식인이면 어떠냐 / 노동자면 어떠냐 / 농민이면 어떠냐 / 우리는 민주시민이다
가까이 가면 벌 받는다고 무서워하던 / 도청앞 분수대 / 가만히 만져보고 / 풀썩
앉아보고 / 부둥켜 안아보고 / 그대와 나 마주 보고 웃는 모양 얼마나 좋으냐
어느 세상 이보다 아름다운 노래 있으랴 / 모두가 한입 되어 외쳐 부르던 민주의
노래 / 서기 일천구백팔십 년 오월 / 우리는 여기 도청앞 광장을 민족의 광장이
라 명명하였다121)
아 그 오월 우리는 / 죽음 앞에서 평화를 보았다 / 언제 스러질지 모르는 공포
앞에서 / 햇살처럼 다습게 솟아오르는 희망을 보았다 /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
한 몸 던져 존재할 수 있음을 / 우리는 싸늘한 총구 앞에서 보았다
금남로에서 도청 앞에서 / 광천동에서 동지들의 시체가 뒹구는 거리에서 / 피 묻
은 손에 손을 잡고 / 차가운 김밥을, 주먹밥을 이웃 형제들과 /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는 알았다 / 살아있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 소중한 것을 위하여 살아있어
야 한다는 것을 / 그것은 피로 맺은 희망과 평등 / 그리고 약속의 밥이었으므
로122)
5월 20일 오후의 커뮤니타스도, 집단 발포로 잠시 흔들렸다가 21일 저녁에 복원된
커뮤니타스도 모두 참혹한 피바람이 휩쓸고 간 직후의 일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
야 성명을 발표한 1960년 4월 26일 아침에도 서울 시민들은 마치 해방구처럼 광화문
일대를 자유롭게 가득 채우고 있었다. 1960년 서울과 1980년 광주에서 모두 제노사이

120) 김희수, “오늘은 꽃잎으로 누울지라도”, 앞의 책, 216.
121) 작자 미상, “민주의 나라”, 시: 5월문학총서 1, 182-183.
122) 나종영, “5월, 광주여, 영원한 깃발이여!”, 시: 5월문학총서 1, 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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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에 가까운 국가폭력이 자행된 이후 오히려 진압 권력이 약화되었고, 잔인한 학살극
이후 해방공간이 열렸다는 역설을 공통적으로 보여주었다. 5월 18일부터 21일까지의
불과 나흘 사이에 광주 시민들은 막강한 계엄군에 맞서 두 차례나 승리했다. 필자는
이런 예외적인 현상의 배경에 ‘커뮤니타스의 놀라운 힘’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조희연은 “국가가 순수 폭력으로 드러날 때 통상적인 상황은 그에 대응하는 묵종과
순응”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공할 폭력에 대항해 “민중적 자위 투쟁을 전개”했던 “광주
의 위대성”을 찬양했다.123) 이런 위대성의 비결이 바로 ‘항쟁-재난의 커뮤니타스’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이진경과 조원광도 “참혹한 폭력에도 불구하고 공수부대와 싸워
승리한 광주항쟁의 ‘비밀’, 그 거대한 힘의 비밀”, “광주항쟁의 일차적 힘이고 놀라운
진행의 ‘비밀’”에 주목하면서, 그 비밀을 자신들이 “흐름의 구성체”라고 부른 것에서 찾
았다. 이진경과 조원광에 따르면 ‘흐름의 구성체’는 ‘흐름’과 ‘집합적 신체’로 구성된다.
“개별적인 특징이 소멸하면서 결합되고 이질적인 요소들이 끊임없이 더해지거나 이탈
하면서 흘러가고 강력한 적을 만나면 흩어지지만 다른 흐름과 만나면 다시 거기에 흡
수되며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로 변환된다는 점에서 흐름인 동시에, ‘공동체’라는 말을
떠올리게 만드는 강력한 결합력과 일체성을 갖는 집합적 신체”라는 것이다.124) 필자는
반구조(혹은 구조의 해체)와 유동성, 일시성, 평등성(지위의 소멸), 연대성, 타자의 이
질성을 기꺼이 포용하는 전인적 만남, 행위-인식 융합 등의 요소들을 두루 포함하는
‘흐름의 구성체’ 개념이 ‘커뮤니타스’ 개념과 여러모로 상통한다고 생각한다.

2. 1980년 5월 22일-27일: 자치의 커뮤니타스, 의례-연극의
커뮤니타스
5월 22일 이후 광주 커뮤니타스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민중의 자치, 자기통치,
자기지배’ 측면이 부각된 점이다. 이것은 이른바 ‘해방광주’, ‘해방구’, 혹은 ‘광주 코뮌’
의 등장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었다. 필자가 보기에 터너 부부(빅터 터너, 에디스 터너)
의 커뮤니타스 개념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빅터 터너가 코뮤니타스
의 ‘정치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음에도, 더욱이 에디스 터너는 명시적으로 ‘파리
코뮌’을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커뮤니타스의 ‘민주주의’ 측면, 특히 ‘커뮤니타스
안에서 구현되는, 평등성과 연대성에 기초한 민중의 자치·자기지배’ 측면을 제대로 포
123) 조희연, “‘급진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광주 5·18”, 앞의 책, 224.
124) 이진경·조원광, “단절의 혁명, 무명의 혁명”, 앞의 책, 13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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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강조하지 못했다.
조희연은 또 다른 “광주의 위대성”으로서 바로 이 측면을 부각시켰다. 순수 폭력으로
서의 국가가 물러간 자리를 ‘무정부주의적인 상황’이 채울 가능성이 있음에도, 광주 시
민들은 “민중 스스로가 국가가 되는, 민중 스스로가 공적 규율의 주체가 되고 폭력의
기제가 필요 없는, 정치와 사회가 일체화된 상태를 실현”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광주는 국가·정치·사회의 관계에서 ‘정치의 사회화’의 유토피아적 모습을 구현한 사건”
이었다고 조희연은 평가했다.125) 광주 커뮤니타스는 이상적인 민주주의 상태, 곧 ‘정치
의 사회화’가 거의 온전히 구현됨으로써 정치와 사회가 일체화되는 ‘순수 정치’의 상태
였다는 것이다. “1980년 광주에서 국가는 일체의 ‘정치’를 말살하고 ‘순수 폭력’으로 드
러났다. 정치가 소멸되고 국가가 폭력 그 자체로 일체화된 준전시적 학살폭력에 대응
해 민중의 무장 자위 투쟁을 전개하여 국가폭력을 극복한 상태에서 ‘정치와 사회가 일
체화되는’ 상태를 실현했다. 이를 필자는 순수 정치로 개념화했다. 정치와 사회의 경계
가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의 집단적 의제를 민중 자신이 결정하는 상황, 민중 자
신이 자기 규율의 주체가 되는 상황, 국가화된 정치가 소멸된 상황에서 사회 그 자체
가 곧 정치가 되는 모습이 광주에서 나타났다.”126)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가
발간한 5·18민주화운동에서 “시민공동체: 광주의 대동세상”으로 표현된, 5월 22일부
터 27일 새벽 무력진압작전까지의 광주 풍경은 다음과 같았다.

‘수습위’ 내에서의 갈등이 커져가는 것과는 달리, 시민들은 어느 정도 질서를 회
복해가고 있었다. 시장과 상점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고,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식
량 공급이나 전기, 수도 등은 관련 공무원들의 지원으로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해
결되고 있었다. 병원들은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에 발생한 수많은 부상자들 때문
에 혈액이 부족하여 곤란을 겪기도 했지만,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민들의 헌
혈로 혈액원마다 피가 남아돌 지경이었다.
치안 유지력이 매우 약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은행이나 신용금고 같은 금융
기관에 대한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금은방 등 일반 상점에서도
별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범죄율이 오히려 평상시
보다 훨씬 낮았다. ‘수습위’나 시민군들에게 필요한 자금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
금으로 해결되었으며, 300-400여 명에 이르는 시민군과 항쟁지도부의 식사도 시
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어다준 밥으로 해결되었다. 그 수는 줄었지만 시민군도 지
도부의 의견 대립과는 관계없이 대부분이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었다. 이 모

125) 조희연, “‘급진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광주 5·18”, 앞의 책, 224.
126) 같은 책,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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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것이 시민들의 도덕성과 자치능력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다.127)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정부”가 광주에서 탄생했다. “군대
를 도시 밖으로 몰아낸 후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거리를 청소했고, 밥을 짓고, 상점에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해주었으며, 다가올 반격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경비를 섰다. 모든
사람들이 해방광주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 일을 도왔다. 자발적으로 새로운 노동분업
도 생겨났다. 게다가 대부분 밤을 새우며 활동했던 시민군 투사들은 책임성의 표본이
되었다. …그들은 차례로 사람들을 보호하고 보살폈다. 대중의 필요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질서를 부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중·고등학생의 무장을 해제했으며,
공무원이 자신의 일자리로 돌아가서 일하게 했다.” 같은 맥락에서 카치아피카스는 ‘광
주 코뮌’과 ‘파리 코뮌’의 공통점을 여섯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첫째, 민주적 의사결
정을 하는 대중조직의 자발적 출현 둘째, 아래로부터 무장된 저항의 출현 셋째, 도시
범죄 행위의 감소 넷째 시민들 간의 진정한 연대와 협력의 존재 다섯째, 계급, 권력 그
리고 지위와 같은 위계의 부재 여섯째, 참여자들 간의 내적 역할 분담(internal
divisions)의 등장.”128) 옛 지배체제는 완전히 해체되고 붕괴했다. 파출소, 세무서, 방
송국 등 구 지배체제의 상징들이 파괴되었으며, 해방광주에 잔존해 있던 구 지배층 인
물들의 지배력 회복 시도는 그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다.
위의 인용문들이 해방광주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였다면, 박몽구 시인은 그런 상황
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시민들의 ‘내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무엇이 그렇게 불을 붙였는지 / 어쩌면 그렇게 따스한 가슴들이 있는지 / 치안이
사라진 거리에는 도둑이 하나도 없었다 / 해방구에는 총알을 늘어뜨린 경찰들이
없었지만 / 살벌한 패싸움 한 번 없었다 / 모두들 문을 활짝 열고 나그네를 맞아
들이고 / 사람들은 동별 반별로 밥을 짓고 반찬을 장만해 / 시민군들로 하여금
광주의 뜨거운 자존심을 / 굳게 지켜주도록 부탁했다 / 해방구에는 손에 손 맞잡
고 나아가는 기쁨만이 감돌았다.129)
카치아피카스는 해방광주에서 목격되는 ‘에로스 효과’에 대해 말했다.

공적 공간을 점거하는 수백 수천 민중이 갑작스럽게 출현하는 것, 저항이 한 도
127) 5·18사료편찬위원회, 5·18민주화운동, 5·18기념문화센터, 2012, 104-105.
128) 조지 카치아피카스, “역사 속의 광주항쟁”, 앞의 책, 319, 325.
129) 박몽구, “도둑 없는 거리”, 시: 5월문학총서 1,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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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 다른 도시로 그리고 나라 전체로 확산되는 것, 수많은 민중 각자가 서로
를 본능적으로 동일시하고 자신들의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권력을 동시에 믿는
것, 지역주의, 경쟁적인 사업 행위, 범죄 행위, 물욕과 같은 정상적인 가치들을
금하는 것 등은 광주에서 나타난 ‘에로스 효과’의 차원들이다.”130)
5월 22일 이후 ‘민중의 자기통치’가 항쟁-재난의 커뮤니타스에서 발생한 질적이고
혁명적인 변화였다면 조금 더 미묘한, 그러면서도 의미 있는 변화 또한 나타났다. 22
일 이후에도 항쟁-재난의 커뮤니타스가 유지되었던 것은 이전과 마찬가지였다. 22일
이후에 새로웠던 점은 기존의 항쟁-재난 커뮤니타스에 의례적 측면과 연극적 측면이
대폭 강화되었다는 것이었다.
5월 19-21일 사이에 광주에서 형성된 커뮤니타스가 ‘항쟁(해방/혁명)의 커뮤니타스’
이자, 계엄군에 의한 제노사이드에 시민들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재난 커뮤니타
스’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광주 커뮤니타스가 의례(장례)공동체이자 추모
공동체였다는 점, 억울하고 황망하게 죽음을 당한 동료 시민들에 대한 슬픔의 공동체
(애도공동체)이자 의로운 분노의 공동체였다는 점, 그리고 항쟁에서 죽음·시신·장례·묵
념 등이 갖는 중요성 등이 기존 연구들에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 아직 신원조차
확인되지 못한 시신들이 빠르게 늘어가는 상황에서, 그리고 그 누구도 자신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 항쟁에 가담한 시민 전체가 마치 한 가족처럼 상주
(喪主) 역할을 떠맡았고, 상주와 망자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했다. ‘상주-망자 공동
체’는 산 자의 세계와 사자(死者) 세계의 사이의, 이승과 저승 사이의 리미널한 상황에
놓였다. 방주네프의 언명대로 “상중에는 살아 있는 상주들과 망자는 특별한 집단을 이
루며, 산 자의 세계와 사자의 세계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인용자의 강조).131) 산 자
들은 이미 안온한 일상 세계를 떠나왔고, 죽은 자들은 한이 맺혀 저승으로 떠나지 못
하고 있었다.
한국의 전통적인 죽음관에 비추어 볼 때, 계엄군에 의한 비참하고 억울하고 난데없
는 죽음은 ‘객사’(客死)나 ‘횡사’(橫死), 한마디로 ‘나쁜 죽음’이 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
서 조상신이 되지 못하고 이승에 남아 해코지를 일삼는 원혼(冤魂)이 될 가능성이 높
으므로 의례적 개입이 긴요해진다. 그러나 22일 이전에는 그럴 여유가 전혀 없었다.
시신은 추모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국가 폭력성의 가장 생생한 증거로서, 분노와 저
항의 촉매로서 활용되었다. 21일 아침 시신 두 구를 리어카에 싣고 도청으로 옮기거나,

130) 조지 카치아피카스, “역사 속의 광주항쟁”, 앞의 책, 336.
131) Arnold van Gennep, 앞의 책, 147; 아놀드 반 겐넵, 통과의례,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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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발포 후인 21일 오후에도 시신을 차에 싣고 외곽 도시들을 다니며 주민들의 참여
를 촉구했던 것이 좋은 예이다. 저항하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나도 죽여라, 아예 같이
죽자’는 말들이 반복되어 나오기도 했다.132) 조정환에 따르면 “싸우다 죽은 사람들은
죽음과 주검 그 자체를 통해 계엄군과 국가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산 자들 사이
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며 공동체의 감정을 생산했다.”133)
5월 19-21일의 커뮤니타스가 ‘재난 커뮤니타스’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엔 의례적
측면이 크게 결여되어 있었다. 시민들의 비조직성, 대립 전선(戰線)의 유동성, 항쟁의
급박함 등이 대량 발생한 시민들의 죽음 사태에 대해 차분한 의례적 대응을 할 수 없
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계엄군이 물러나자 동료 시민들의 죽음에 대한 추모·애도·슬픔
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었고, 죽은 이들을 예(禮)에 맞게 장사지내주는 게 중요한 현안
으로 떠올랐다. 계엄군이 사라진 21일 밤의 풍경을 최정운이 “승리의 함성은 통곡 소
리와 어우러져 광주시를 흔들었다”고 표현한 것은 그런 면에서 매우 적절했다.134) 해
방광주 최초의 시민적 행사는 죽은 이들을 위한 추도의례였다. 5월 22일 하루에만도
두 차례나 추도의례가 치러졌다. 우선 이날 정오에는 전남도청 옥상에 게양된 태극기
를 조기(弔旗)로 내리고 그 위에 검은 리본을 다는 의례가 있었다. 시민들은 “추모의
만가(輓歌)”로 울려 퍼지는 <애국가>에 맞춰 국기 경례를 바쳤다. 다음은 이날 정오
의 조기 게양식 모습이다.
낮 열두시 정각. …시민군들은 도청 옥상의 태극기에 검은 리본을 달았다. 지난
닷새 동안 숨져간 희생자들을 추념하기 위해서였다. 이내 국기를 반쯤 내린 조기
가 천천히 내려지면서 스피커를 통해 <애국가>가 울려 퍼졌고, 광장과 금남로에
운집한 시민들은 일제히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것은 참으로 엄숙하고 비장한 장면이었다.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었으리라. 어
제 오후 한시, 바로 그 똑같은 자리에서 느닷없이 울려 퍼졌던 <애국가>. 전날의
그것은 군의 발포 명령이었고, 오늘의 <애국가>는 다름 아닌 그때 쓰러져간 영령
들을 위한 추모의 만가였던 것이다.135)
5월 22일 아침부터 이미 ‘시민장’(市民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수만 명 시민이 도청 광장과 금남로 일대에 운집한 가운데 각 병원에 분산되어 있던

132)
133)
134)
135)

나간채,
조정환,
최정운,
임철우,

앞의 책, 30, 36, 43; 최정운, 앞의 책, 205-206.
“광주민중항쟁과 제헌권력”, 앞의 책, 189.
앞의 책, 185.
봄날 4,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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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구의 시신이 도청 광장 중앙분수대 주위로 옮겨졌고, 이에 맞춰 국기에 대한 경례,
고인들에 대한 묵념, 애국가 봉창 등으로 이루어진 간략한 추도식이 거행되었다. 추도
식은 자연스레 궐기대회로 이어졌다.136) 24일 오후 ‘학생수습위원회’에서는 네 가지
요구사항이 결정되었는데, 그 중 두 번째가 “이번 사태로 사망한 사람들의 장례식을 시
민장으로 하라”는 것이었다.137) 특히 시신들을 옆에 모셔두고서 궐기대회를 치르는 모
습은 시민 모두가 상주라는 의식, 죽은 이들과의 연대의식을 잘 보여준다. 이런 대회장
소의 미장센은 아직도 생생한 학살과 항쟁의 기억을 되살림으로써 ‘투쟁의 공동체’를
재확인하는 의례적 장치이기도 했다.
시민 집회에선 장례 준비를 위한 모금도 이루어졌다. 22일 오후의 추도식-시민대회
직후 도청 광장에는 시신 23구가 추가로 도착했다. 이날 저녁 사망자 중 신원 확인자
는 광장 북쪽에 위치한 상무관에 임시 안치하고, 미확인자 시신은 도청 앞뜰에 두었다.
이후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상무관의 죽은 이들을 찾아와 줄서서 분향을 했고, 가족을
찾으려 신원 확인이 안 된 시신들을 돌아보는 이들도 많았다. 23일 오후 상무관에 안
치된 시신은 80여 구로 늘어났고, 상무관 안에서는 밀려드는 시민들을 위한 추도식이
이틀째 끊임없이 거행되었다. 많은 학생, 시민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신 관리를 도
왔다. 22일 이후 여러 차례 열린 시민궐기대회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묵념’이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대회 준비를 주도했던 ‘녹두서점 팀’은 검은 리본을 준비하여 시민들에
게 나눠주었다. 5월 26일의 4차 궐기대회를 마친 후 시민들은 태극기를 앞세우고 시민
의 시체를 떠메고 거리를 행진했다. 마지막 궐기대회였던 26일의 5차 대회에서도 장례
를 위한 모금운동은 계속되었다.138) 장례-추모공동체는 항쟁 마지막 날까지 유지되었
다. 군인들이 싣고 가 어디에선가 ‘처리’해버린 시신을 제외하고, “항쟁 기간 동안 학살
당한 시신들은 그때(27일 새벽-인용자)까지도 묻히지 못한 채 상무관을 채우고 있었
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분노의 통곡소리가 도시 전체를 울렸다.”139)
도심의 바리케이드 전투나 투석전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상태에서 시 외곽 및 도심
주요 시설의 방위와 함께 ‘시민대회’ 혹은 ‘시민궐기대회’가 시민들의 저항의지를 유지
하고 항쟁의 불씨를 이어가는 주요 장(場)이자 수단으로 떠올랐다. 모든 ‘궐기’(蹶起)
에는 투쟁과 저항이 담겨 있게 마련이다. 또 당시의 시민궐기대회에는 의례적인 요소
136) 같은 책, 278, 333-339; 광주광역시 5·18사료 편찬위원회 편, 5·18 광주민중항쟁,
광주광역시 5·18사료 편찬위원회, 1999, 45의 사진 참조.
137) 광주광역시 5·18사료 편찬위원회, 앞의 책, 128-129.
138) 최정운, 앞의 책, 30, 221, 236, 281-282; 나간채, 앞의 책, 47-49; 조정환, “광주민
중항쟁과 제헌권력”, 앞의 책, 185; 임철우, 봄날 5, 문학과지성사, 1998, 126.
139) 나간채, 앞의 책,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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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극적인 요소가 두루 섞여 있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궐기대회를 ‘연극’으로 비유한 이는 최정운이었다. 그는 궐기대회
를 ‘운동권 청년들’이 투항적인 수습위원회의 활동을 비판하면서 도청을 장악하려는 정
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대본에 따라 연출된 것으로, 따라서 그가 말
하는 ‘절대공동체’가 변질되거나 해체되는 조짐으로 해석했다. 그에 따르면, “운동권 청
년들이 주동이 되었다. 대학생들이 비무장화된 ‘일반 시민’들을 동원하여 연출한 연극
을 방불케 하는 집회였다. 사회는 연극반의 남녀 주연급 배우들이 맡았고, 단상에 오른
‘각계 대표들’도 연극반 배우들이 나서기로 계획하여 꾸민 연극이었다.”140) 임철우도
22일과 23일 대회의 차이를 지적했다. “수습위 대표들이 계엄사 측과의 협상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였던 전날(22일-인용자)의 대회는 ‘선 무기 반납, 후 질서 회복’을 시민
들에게 설득하려고 했던 대회였던 셈이다. 그에 반해 오늘(23일-인용자)의 대회는 전
날의 주장을 투항주의라고 비판하고, 아울러 시민 여론을 ‘시민 투쟁’ 및 ‘결사 항전’을
위한 조직화 쪽으로 급선회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역력해 보였다.”141) 궐기대회를 통해
타협적이고 굴종적인 수습위를 공개적으로 비판함으로써, ‘굴종 없는 항쟁’ 쪽으로 물길
을 되돌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어쨌든 5월 20일 오후 광주 시내 곳곳에 일시적으
로 만들어진 해방구에서 대중집회가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거나, 22일 오후에도 자연
발생적으로 추도식과 시민궐기대회가 열렸던 데서 보듯이, 이미 커뮤니타스에 도취되
고 이끌린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도청과 금남로 일대로 몰려들고 있었다. ‘모임’과 ‘집
회’에 대한 대중적 욕구에 누구라도 책임 있게 반응해야 했다. 그렇다고 이런 일을 장
비·자원을 구비한 잔존 구 지배층 사람들에게 내맡겨둘 수도 없는 일이었다.142)
‘의례’ 못지않게 ‘연극’도 커뮤니타스의 주요 발생 장소이며, 의례처럼 연극도 커뮤니
타스 체험을 풍부하게 생산한다는 게 빅터 터너의 지론이었다. 더욱이 궐기대회에 관
한 최정운의 몇몇 표현으로부터 커뮤니타스의 요소들을 읽어낼 수 있기도 하다. 예컨
대 “궐기대회에서 시민들은 절대공동체의 투쟁 분위기를 상기시키고 가끔은 자발적으
로 연단에 올라가 각자 한풀이를 하기도 했다. 24일 이후 연극적 요소는 점차 세련되
어졌고 화형식 등 볼거리들이 생기자 시민들은 점차 궐기대회를 투쟁의 경험과 분위기
의 일부를 재생산하는 하나의 ‘카니발’로 즐기게 되었다.” 이어서 최정운은 카니발을 설
명하면서 “딴 세상, 가상의 세계”라는 적절한 표현을 추가했다. 궐기대회에서 시민들이
140) 최정운, 앞의 책, 277.
141) 임철우, 봄날 5, 116.
142) 이런 정치적 기능을 고려하면, 궐기대회를 둘러싼 광주 커뮤니타스의 성격은 ‘연극-의
례 커뮤니타스’와 ‘항쟁 커뮤니타스’의 성격을 모두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39 -

“고뇌와 고독을 달래기 위해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눈요기, 귀요기를 하며 언론의
자유를 만끽하며 한을 풀고 있었”다거나,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상처를 만져주는
자리였다”는 표현도 (다소 냉소적인 맥락이기는 하나) 커뮤니타스의 요소를 담고 있
다.143)
다시 강조하지만, 시민궐기대회에는 의례적인 요소와 연극적인 요소가 두루 섞여 있
었다. 시민궐기대회는 의례이자 연극이었다. 그리고 필자가 보기엔 오히려 의례적 측면
이 연극적 측면보다 더욱 강했던 것 같다.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다섯 차례 ‘민주수호 범
시민궐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열린 대규모 집합의례의 식순, 주요 발표문, 활동은 <표 1>
에 요약되어 있다.

<표 1> 민주수호 범시민궐기대회의 식순과 주요 활동144)
개최 시기

차수

식순

주요 발표문 및 활동

발표문의 주제

② 국기에 대한 경례

시국선언문, 민주시민 여러분, 광

질서 회복 요구, 기

③ 애국가 제창

주 애국시민에게, 광주 시민 여

물 복구, 상부상조,

④ 각종 성명문 낭독

러분께 알려드립니다(이상 발표

일상 업무 복귀, 민

⑤ 공지사항 전달

문), 자유발언, 2차 민주수호 범

주화를 위한 투쟁

⑥ 피해상황 보고

시민궐기대회 안내

결의

① 희생자에 대한 묵념

5월

23일

오전 11:30

1

⑦ 민주주의 만세 삼창
① 희생자에 대한 묵념

껍데기 정부와 계엄당국을 규탄

② 국기에 대한 경례
5월

24일

오후 3:00

③ 애국가 제창
2

④ 전두환 화형식
⑤ 결의문 발표
⑥ 민주시 낭독

① 무기 반납 백지화 선포

5월

25일

오후 3:00

③ 국기에 대한 경례
3

④ 애국가 제창
⑤ 피해상황 발표
⑥ 결의문 채택
⑦ 민주주의 만세 삼창

무기 회수. 항쟁

민주시민에게 드리는 글, 대한

의 확산 소식, 무

민국 모든 지성인에게 고함(이

장투쟁 결의, 전

상 발표문), 전두환 화형식, 이

민족의 궐기 촉구

윤정의 시 ‘민주화여!’

⑦ 민주주의 만세 삼창

② 희생자에 대한 묵념

한다, 국민에게 드리는 글, 전국

광주 시민 여러분께, 희생자 가
족에게 드리는 글, 전국 종교인
에게 드리는 글, 국민에게 드리
는 글, 전국 민주학생에게 드리
는 글,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
에 없었는가(이상 발표문)

143) 최정운, 앞의 책, 278.
144) 천유철, 앞의 책, 4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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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반납 백지화
선포, 피해상황 보
고, 전국 종교인의
궐기 촉구, 전국 대
학생들의 궐기 촉
구, 무장의 정당성
호소

5월

26일

오전 10:00

4

① 국기에 대한 경례

광주 민주시민 여러분께, 광주

② 희생자에 대한 묵념

사태에 대한 우리의 견해, 대한

③ 경과 보고

민국 국군에게 보내는 글, 전국

④ 수습협상 결과 보고

언론인에게 보내는 글, 과도정

⑤ 결의문, 시 낭독

부 최규하 대통령께 보내는 글

⑥ 노래 제창

(이상 발표문)
광주 시민은 통곡하고 있다, 정

① 국기에 대한 경례
② 희생자에 대한 묵념
5월

26일

오후 3:00

③ 경과 보고
5

④ 수습협상 결과 보고
⑤ 결의문 낭독
⑥ 가두행진
⑦ 재집결 후 해산

계엄사의 허위약
속 폭로, 언론인
의 진실보도 촉구,
대통령의 사태수
습 촉구

부의 오도된 보도를 바로 잡는
다, 전국 언론, 지성인들에게 보

항쟁의 전 과정

내는 글, 광주 시민 여러분께

설명, 정부의 허위

(재), 대한민국 국군에게 보내는

보도 질타, 계엄군

글(재), 80만 광주 시민의 결의

의 재진입 예고

(재), 과도정부 최규하 대통령께
보내는 글(재)(이상 발표문)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궐기대회에서는 <애국가> 제창과 국기에 대한 경례,
묵념으로 구성되는 ‘국민의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만세 삼창, 노래 부르
기, 시 낭송,145) 화형식(전두환 인형 화형식), 시가행진 등도 의례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궐기대회에서의 국민의례는 당시 집권세력이 시행하던 국민의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었다. ‘묵념’은 ‘순국선열’이 아닌 ‘항쟁 희생자들’을 향한 것이었다(만세
삼창도 ‘대한민국 만세’가 아닌 ‘민주주의 만세’ 삼창이었다). 궐기대회의 국기 경례와
<애국가> 제창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이미 이전과는 ‘다른 태극기’, ‘다른 애국가’였
다. 그것은 박정희식 ‘유신 국가주의’의 상징이던 그 태극기-애국가, 매일 모든 국민에
게 1분 남짓 ‘동작 그만’을 명령하던 ‘국기강하식’의 태극기-애국가, 끝없이 ‘굳은 충성
의 다짐’을 요구하던 ‘국기에 대한 맹세’의 태극기가 더 이상 아니었다. <애국가>와
태극기가 광주항쟁 기간 내내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태극기는 저항의 상징으로, 궐기대
회로 대표되는 대중집회의 의례장치로서 희생자에 대한 예의의 표현으로 활용되었
다.146) 5월 21일 계엄군의 발포가 시작된 직후 비무장 청년들은 오직 태극기를 들고
구호를 외치다 총에 맞아 쓰러지고, 다른 청년들이 피 묻은 태극기를 다시 들고 구호
를 외치다 또 쓰러지기를 반복했고, 한 청년은 도청을 향해 달려가는 장갑차 위에서
145) 5월 24일과 26일에 낭독된 시의 전문(全文)이 천유철, 앞의 책, 76-78, 81-82에 소개
되어 있다.
146) 정근식, “광주민중항쟁에서의 저항의 상징 다시 읽기: 시민적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기
억과 전망 16, 2007, 특히 152-165, 아울러, 천유철, 앞의 책, 140-143; 최정운, 앞
의 책, 136, 173-178, 184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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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태극기를 머리 위에 망토처럼 흔들면서 “광주 만세!”를 외치다 총에 맞아 즉사했
다.147)
20일 오후 시내 곳곳에 해방구가 만들어지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열린 대중집회에서
함께 <아리랑>을 부를 때 “울음바다가 되었”던 일, 그날 저녁 수천 개의 태극기를 손
에 든 시민들이 <아리랑>을 부르며 도청을 향해 나아갈 당시 ｢동아일보｣ 김충근 기자
가 느꼈던 “아리랑의 피 끓는 전율”에 대해선 앞서 이미 언급했다. 항쟁 과정에서의
<애국가> 합창도 시민들에게 유사한 감정의 분출을 불러왔다. 봄날에 나오는 다음
의 광경 역시 20일 오후의 일이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앙산 대한사아람 대한으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군중 속에서 애국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쪽에서 느린 곡조로 이어지던 그 노래는 점점 크고 힘차게 거리 전체
로 울려 퍼졌다. 입을 달싹이며 따라 부르는 사람들의 얼굴. 엄숙하면서도 숙연
한 감격이 파문처럼 번지고 있다. 그 노래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금 이 순
간 거리 한가운데서 그 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참아내며 서성거려야만 하는 이
유를 불현듯 깨닫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은 새삼스레 북받치는 서러움과 울분,
증오와 아픔으로 저마다의 가슴을 찢어 내리기 시작했다.148)
이 대목은 시위 현장에서 <애국가>나 <아리랑>을 합창하는 행위가 어떻게 커뮤니
타스를 창출하고 확산시키는지를 잘 보여준다. 합창 목소리의 범위와 경계 확대는 커
뮤니타스의 경계를 단 몇 초만에 수백 명에서 수만 명으로 급속히 확대시킨다. 자신도
함께 노래를 부름으로써, 합창 대열에 끼어듦으로써, 사람들은 커뮤니타스의 신비로운
공간 속으로 들어간다. 홍희담은 소설 깃발에서 한 중국집 배달원을 통해 지배자가
강요하는 <애국가>와는 느낌이 전혀 다른, “애국가다운 애국가”에 대해 말했다.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애국가다운 애국가를 부른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왜 다섯
시만 되면 애국가가 울려 퍼지잖아요. 길거리 가다가도 공연히 서서 들어야 하
고, 극장에 가도 들어야 하잖아요. 애국은 이런 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과 이럴
때의 애국은 마치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는 것 같아 기분도 안 좋지요. 그런데 그
땐 그렇지가 않았어요. 정말 내가 애국자가 된 것 같아 눈물을 찔끔 흘렸지요.149)

147) 임철우, 봄날 4, 68-71; 최정운, 앞의 책, 184.
148) 임철우, 봄날 3, 190-191.
149) 홍희담, ｢깃발｣, 앞의 책,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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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다양한 노래들이 항쟁 과정에서 공유되었다. 천유철은 광주항쟁 당시 “노
래 제창은 상호간의 감성과 동질감에 호소함으로써 계층적 차별성을 극복하고 시민들
사이를 차단하는 가식이나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이상적인 수단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
다. 노래를 통해 “여러 층위의 감정들이 수렴되고 확산”되었고, “연대감과 동질감이 형
성”되었고, “정의감과 떳떳함, 연대의식이 표현”되었다. 노래를 부름으로써 “민주시민투사-정의파라는 주체로서의 전이 및 주체로의 상승”이라는 변화도 발생했다.150) 천유
철은 항쟁 현장에서 불렸던 노래들을 ① <애국가>, <아리랑>, <우리의 소원은 통
일>, <선구자>, <봉선화>, <진짜 사나이> 등 이미 대중화된 노래들 ② <훌라송>,
<늙은 투사의 노래>처럼 1970년대부터 대학생들의 민중가요로 짧은 학습과정을 거쳐
시민들에게 빠르게 공유될 수 있었던 노래 ③ <전우가 = 투사의 노래>, <늙은 군인
의 노래>, <아리랑> 등 익숙한 곡에 새로운 가사를 입힌 개사곡(이른바 ‘노가바’)으로
구분한 바 있다.151) <표 2>에 이런 내용이 한데 정리되어 있다.

<표 2> 항쟁 기간 중 광주에서 불린 노래 목록152)
곡명

원곡

주요 가사

유형

애국가

애국가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 대한사람 대한
으로 길이 보전하세

원곡

아리랑

아리랑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원곡

아리랑

아리랑

나를 버리고 가시는 시민 여러분 / 십리도
못가서 후회하게 됩니다

개사곡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 꿈에도 소원은 통일
/ 이 정성 다해서 통일 / 통일을 이루자

원곡

투사의 노래

전우가

이 땅에 민주를 수호코자 일어선 시민들 /
시민들은 단결하여 다 같이 투쟁하자

개사곡

늙은 투사의 노래

늙은 군인의 노래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 너희들은
자랑스런 투사의 아들딸이다

개사곡

봉선화

봉선화

원곡

정의파

훌라송

광주 시민 장송곡

광주 시민 장송곡

울밑에 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
길고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우리들은 정의파다 좋다 좋다 / 같이 죽고
같이 산다 좋다 좋아
자랑스런 민주투사 젊은 영들이여 / 정결
한 피 최후의 날 우리 승리하리라

개사곡
창작곡

150) 천유철, 앞의 책, 133, 134-135, 147.
151) 같은 책, 132.
152) 같은 책, 153. 인용자가 <정의파>와 <훌라송>의 위치를 맞바꾸었다. 다시 말해 <훌
라송>이 원곡이고 <정의파>가 개사곡 제목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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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사나이

진짜 사나이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 내가 바로
사나이 진짜 사나이

원곡

선구자

선구자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 늙어 갔어도 / 한
줄기 해란 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원곡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 내게 강 같은 평화 /
내개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원곡

해방광주가 도래함과 동시에 다시 불안과 공포가 시민들을 사로잡았다.153)
불안한 시민들은 도청 광장으로 모여 궐기대회를 열고 다양한 의례들에 참여하
고 체험을 공유하면서 일상의 불안감·공포감과 맞섰다. 의례는 사람들로 하여
금 “삶의 일상적인 상황들에서 매우 멀리 벗어나게” 만들고, “일상적인 도덕 밖
에 있어야만 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야만 한다고 느끼게” 만든다.154) 또한, 사
회운동과 저항의 현장에서 의례는 연대감과 정서적 연결을 제공할 뿐 아니라
행위의 인지적, 정서적, 도덕적 차원들을 융합하는 마력을 발휘한다.155) 인지
적-정서적-도덕적 차원의 융합을 통해 강렬한 확신과 자신감이 생겨난다. 캐
서린 벨에 따르면, “믿을 수 없는 것을 확신시키는 것이 의례의 고유한 능력”
이며, 의례는 갈등적이고 모순적인 태도, 범주, 가치들을 조화시키고 통합시키
는 변혁적인 힘을 발휘한다.156) 의례의 이런 힘(power)과 효능(efficacy)이
해방광주에서, 특히 궐기대회들에서 과연 얼마나 잘 발휘되었는가는 앞으로 더
탐구해야 할 주제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광주의 의례적-연극적 커뮤니
타스 측면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계엄군의 광주 재진입과 도청 습격이 임박해지면서 ‘항쟁-재난 커뮤니타스’
가 또다시 전면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항쟁 초기의 그것과는 상이한
형태와 내용을 지닌 커뮤니타스였다.

153) 참조: 임철우, 봄날 4, 215, 337-338; 봄날 5, 228, 239.
154) 에밀 뒤르케임, 앞의 책, 309.
155) Rhys H. Williams, “Religious Social Movement in the Public Sphere:
Organization, Ideology, and Activism,” Michele Dillon ed.,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Relig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318.
156) 캐서린 벨, 의례의 이해: 의례를 보는 관점들과 의례의 차원들, 류성민 역, 한신대학
교출판부, 2007, 268, 317, 435,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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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변혁의 리미널리티
필자는 앞에서 ‘변혁/해방의 리미널리티’와 ‘질서/충성의 리미널리티’를 구분했다. 변
혁의 리미널리티는 기존 체제에 대한 저항을 촉진하거나 그것을 대신할 유토피아적 비
전을 만들어내는 반면, 질서의 리미널리티는 사람들을 순응적 주체로 주조하거나 기존
체제의 충성스런 지지자로 거듭나도록 함으로써 체제를 보강하고 개선한다. 1980년 5
월 광주에서 출현한 리미널리티는 궁극적으로 질서의 리미널리티였는가, 아니면 변혁
의 리미널리티였는가? 이 질문은 광주항쟁이 무엇을 지향하고 목표 삼았는가, 그리고
명시적이고 공식적인 목적으로 추구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광주항쟁이 실질적으로 성취
한 바가 무엇인가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광주의 리미널리티는 변혁의 리미널리티가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항쟁의 과정’과 ‘항쟁의 종결 방식’, ‘항쟁 이후의 과정’을 구분해서
이 문제에 접근해보자. 광주항쟁이 ‘유신체제’로 집약되는 구체제를 변혁하려는 것이었
음은 ‘항쟁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그러나 광주항쟁 주체들의 이런 ‘변혁적인 의
도’에도 불구하고, 그 항쟁이 실제로는 구체제를 더욱 강화시켜주는 ‘의도치 않은 결과’
로 귀착될 수도 있다. 과연 그러했는가를 따져보기 위해 ‘항쟁의 종결 방식’ 그리고 ‘항
쟁 이후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항쟁 과정에 나타난 변혁의 리미널리티
광주항쟁은 1979년의 10·26 이후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있었다. 그런 면에서
광주항쟁은 무엇보다 민주화운동이었다. 주지하듯이 부마항쟁에 이은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유신체제는 격심하게 동요했다. 박정희 사망 직후 구 지배세력은
비상계엄을 발령하고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출범시켰다. 당시 군부와 야당의
지도자들은 ‘유신헌법 폐지와 개헌을 통한 민간정부 수립’의 경로에 공감했지만, 12·12
쿠데타를 통해 국가권력 중심부를 장악한 신군부는 이런 역사적 경로를 무력화했다.
12·12 이후 신군부 중심의 기득권 세력에 맞서 재야·학생운동과 야당은 대체로 민주주
의(입헌주의) 회복, 계엄 해제, 유신세력 퇴진, 대통령직선제 재도입을 포함한 개헌과
민주정부 수립을 추구했다.157) 구체제를 유지하려는 신군부·유신세력과, 민주화를 추구
157) 조정환, “광주민중항쟁과 제헌권력”, 앞의 책, 17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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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세력 사이의 대립은 1980년 5월에 한층 고조되었다.
이른바 ‘서울의 봄’은 서울역 집회를 포함하는 5월 14-16일의 전국 대학생 가두시
위에서 절정에 달했다. 광주에서도 대학생들은 5월 14-16일에 걸쳐 도청 광장과 그
주변 거리를 무대로 횃불시위와 거리행진을 포함하는 ‘민족·민주화성회(聖會)’를 개최
했다. 그런데 학생뿐 아니라 교수들도 거리시위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도 민족·민주화성회에 일반 시민들도 폭넓게 참여했다는 점에서, ‘광주의 봄’은 ‘서울의
봄’을 비롯한 전국 어느 곳보다 선구적이었다. 이처럼 1980년 5월 중순 광주의 민주화
운동은 매우 강력했다. 계엄령의 전국 확대 실시로 이미 전국화한 민주화운동을 제압
하고 신군부 중심의 구체제를 수호하려는 시도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이 바로 5·18이었
다. 5·18 계엄 확대 조치에 대한 즉각적인 저항은 다른 곳에선 모두 실패했지만, 광주
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덕분에 강력한 저항이 이어질 수 있었다. 최정운은 그
비결을 횃불시위를 포함한 민족·민주화성회에서 찾았다. 5월 18일의 저항운동에 “시민
들이 참여한 것은, 시민들이 적극 학생들 시위에 호응했던 5월 16일의 횃불시위의 여
파였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16일까지의 학생 시위 특히 16일 저녁의 횃불시위는 5·18
의 중요한 배경 요인으로 지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58)
광주항쟁 초기에 시민들이 내세운 요구는 “계엄령 철폐, 전두환 퇴진, 김대중 석방”
이었다. 5월 24일 윤상원을 비롯한 항쟁 주도자들은 “최규하 정부 퇴진, 계엄 해제, 전
두환 처단, 구속자 석방, 시민 명예 회복 및 사상자 피해 보상, 민주정부 수립”을 투쟁
목표로 설정했다.159) 이런 요구사항이나 투쟁 목표는 광주항쟁의 기본 성격이 민주화
운동이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항쟁 및 그 주체들에 대한 정권 측의 부정적 낙인찍
기가 횡행하는 가운데 21일까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체포되었
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움직임도 항쟁에 포함되었다. 예컨대 24일 오후 학생수습위원
회를 통해 수렴된 요구사항은 불순분자·폭도 규정에 대한 해명과 사과, 사망자에 대한
시민장 예우, 구속자 석방, 피해보상 등이었다.160) 이 역시 민주화운동의 범주 안에 당
연히 포함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표 1>에서도 보듯이,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다
섯 차례 열린 범시민궐기대회에서 발표된 선언문, 결의문, 성명서의 주제도 (무장투쟁
의 정당성 주장 정도를 제외한다면) 민주화운동의 범주 안에 있었다.
우리가 (‘최소/최대 강령’이라는 용어를 변형하여) ‘최소 목표’와 ‘최대 목표’라는 용
어를 사용한다면, 광주항쟁의 최소 목표는 명백히 ‘민주화’였다. 그러나 광주항쟁에는
158) 최정운, 앞의 책, 139.
159) 조정환, “광주민중항쟁과 제헌권력”, 앞의 책, 181-182, 196.
160) 광주광역시 5·18사료 편찬위원회, 앞의 책, 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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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었다. 불과 열흘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광주에서는
시민적 덕목, 자유, 참여, 인정(승인)을 중심으로 한 ‘시민적 공화주의’(정근식), 혹은
민주공화주의적 가치 지향과 애국주의적 정체성이 결합된 ‘애국적 민주공화주의’(신진
욱) 이상(理想)이 집약적으로 표출되었다.161) 광주광역시 5·18사료 편찬위원회의 저자
들은 “광주 시민들이 체험한 ‘광주의 진실’”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거의 모든 시
민들이 자발적으로 공수부대의 야만적인 폭력에 굴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싸웠다는
점”이다. 둘째, “항쟁의 전 기간 동안 광주시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위기를 가장
인간다운 삶의 협동으로 대처했다는 점”이다. 셋째, “광주시에서 계엄군이 퇴각하고 시
민군이 시내를 장악한 이후 다시 계엄군이 진주할 때까지 6일 동안 광주의 시민들은,
특히 이 지역의 민중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도덕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점”이
다.162) 최정운은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초인적인 항쟁의 동인(動因)을 ‘인간과 생명의
존엄성’에서 찾았다.

시민들의 목숨을 건 싸움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몫을 위해서였다. 이 몫이 개인
에게 실제로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몫은 목숨을 건 싸움
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인간 존엄성의 직관적 본질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사회적 지위를 추구하는 행위와 그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
라 자신의 생명보다 더욱 큰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몸과 생명을
바치는 행위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그 가치는 조국일 수도 있고, 신일 수도 있다.
광주 시민들의 경우는 공동체와 동료 시민들의 생명과 존엄성이었다. 즉 인간의
존엄함은 자신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욱 큰 가치를 설정하고 자신을 극복하며
목숨을 걸고 추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163)
앞 절에서 보았듯이, 광주에서는 해방의 커뮤니타스에서 구현되었던 단지 백일몽이
아니라 엄연한 ‘실제 현실’로 나타났던 대안적 세상, 유토피아적인 질서가 존재했다. 지
위와 계급의 구별이 사라지고, 인간 존엄성이 무엇보다 귀하게 여겨지고, 사람들이 깊
은 인간애와 연대감을 갖고 동료 시민들과 인격적이고 전인적인 만남을 갖는 그런 세
상 말이다. 다시 최정운에 따르면 “절대공동체에는 인권도 있었고 자유, 평등, 국가, 민

161) 정근식, “광주민중항쟁에서의 저항의 상징 다시 읽기”, 특히 145-146; 신진욱, “광주
항쟁과 애국적 민주공화주의의 탄생: 저항적 시민사회의 형성과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조해석학적 분석”, 한국사회학 45/2, 2011.
162) 광주광역시 5·18사료 편찬위원회, 앞의 책, 145-147.
163) 최정운, 앞의 책,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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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등 모든 이상이 있었다. …절대공동체에는 그러한 이상들이 모두 얼크러져 하나
의 이름 모를 느낌으로 존재했다.” 거기에는 ‘새 세상’ 곧 “잊을 수 없는, 죽음을 넘어
선 이들만이 살갗으로 느꼈던 그 새로운 세상”의 느낌과 희망이 넘쳤다. 그것은 ‘유토
피아’이기도 했다. “그곳(절대공동체-인용자)은 지옥의 불길에서 수많은 희생을 치르
고 다다른 곳이며 문자 그대로 ‘유토피아’, 없는 곳, 다시 갈 수 없는 곳이었다.”164)
그러나 항쟁 과정에서 나타난 변혁의 리미널리티가 그저 쉽게 얻어진 것만은 아니었
다. 항쟁 초기부터, 특히 ‘해방광주’의 등장 이후 ‘변혁의 리미널리티’를 ‘질서의 리미널
리티’로 변질시키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나타났다. 이런 내부 갈등과 대립이 어떻게 전
개되는가에 따라 항쟁의 종결 방식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2. 항쟁 종결 방식과 항쟁 이후
5월 24일 공수부대의 진압이 임박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그에
따라 궐기대회의 참여 인원과 열기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165) 이에 따라 22일 이후 등
장한 일반수습위원회(5·18수습대책위원회)와 학생수습대책위원회에서는 ‘무조건적인 무
기 반납 후 관용·선처’를 추구하는 ‘투항파’와 이에 맞서는 ‘투쟁파’의 두 세력·노선이 대
립했다. 24-25일을 거치면서 ‘투항파’ 인사들이 모두 축출되었다. 또한 노선 대립은 ‘협
상파’(수습파) 대 ‘투쟁파’(항쟁파)의 구도로 재편된 가운데, 25일 밤부터는 ‘투쟁파’가
우위에 있게 되었다. 그러나 투쟁파 혹은 항쟁파가 ‘협상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사실은 모든 이들이 협상에 의한 평화적 사태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
었을 것이다. 항쟁지도부의 입장은 “일면 투쟁, 일면 협상” 전략에 가까웠다.166)
항쟁 지도부가 가진 협상의 무기 내지 지렛대는 작게는 ‘무장해제’(무기 수습-반납),
크게는 ‘도청 이양’으로 상징되는 ‘해방광주 전체’(광주의 통치권)였다. “계엄군이 총공
격해오면 도청 무기고에 있는 다이너마이트를 폭파하겠다”는 위협도 항쟁 지도부의 협
상 무기 중 하나였다고 한다.167) 26일 아침 이른바 ‘죽음의 행진’ 당시에도 유사한 요
구사항이 결정되었다. “군은 한 시간 내에 본래의 위치로 철수하라. 그렇지 않으면 전
시민의 무장을 호소하고, 게릴라전을 개시하겠다. 만약 최후의 순간이 오면 폭약을 폭

164)
165)
166)
167)

같은 책, 199, 201-202.
임철우, 봄날 5, 239.
참조: 광주광역시 5·18사료 편찬위원회, 앞의 책, 126-131; 최정운, 앞의 책, 261-268.
광주광역시 5·18사료 편찬위원회, 앞의 책,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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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켜 전원 자폭하겠다.”168) 그러나 ‘죽음의 행진’에 나섰던 시민 대표들은 “그날 밤
12시까지 무기를 회수하여 군에 반납하라는 최후통첩을 받아들고 소득 없이 돌아왔
다.”169) 이것이 사실상 최후의 협상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남은
선택지는 ‘무조건 투항’과 ‘결사항전’ 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26일 밤 도청에서 열린 마
지막 회의에서 ‘수습파’가 내놓은 제안이 바로 “무기 반납과 자진 해산”이었다.170) 결국
그날 밤 수습파 인사들은 도청과 광주YWCA 건물을 떠났고 항전파만 남게 되었다.
대화·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의 경로가 봉쇄되고 무망해지는 가운데 새로운 형태의
‘항쟁-재난 커뮤니타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전의 항쟁-재난 커뮤니타스가 ‘과거의
죽음’, 곧 이미 기정사실이 된 동료 시민들의 죽음에 대처하려는 것이었다면, 26-27일
의 항쟁-재난 커뮤니타스는 ‘미래의 죽음’, 곧 임박한 자신들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었
다. 도청에 마지막까지 남은 시민군들의 26일 밤 저녁식사를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의 행진’이라는 표현 자체가 ‘재난의 커뮤니타스’를 강렬하게 상
징한다. 26일 아침 행진에 나선 17일 수습위원들이나 26일 밤 도청에 남은 시민군 모
두가 죽음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었다. 수습위원들과 뒤따르는 수백 명 시민들 사
이에도 깊은 공감과 신뢰·유대에 기초한 ‘재난의 커뮤니타스’가 형성될 가능성이 충분
했다.

“우리는 수습위원들이오. 군이 무력 진압을 감행한다면 광주 시민은 모두 죽습니
다. 차라리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가서 시민들보다 앞서 죽을 작정이오. 우
리는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요.”
17명의 수습위원들은 텅 빈 금남로를 일렬횡대로 늘어서서 나란히 걷기 시작했
다.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차도엔 그들의 발소리만 무겁게 울리고 있
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어쩌면 그들 앞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보도진이 십여 미터의 거리를 두고 뒤따랐다. 시민들
역시 하나둘 그들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금남로를 벗어날 무렵, 어느 사이엔가 뒤따르는 시민들의 숫자가 수백 명으로 불
어나 있었다. 가느다란 빗발이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
았다. 그 무겁고 기묘한 침묵의 행렬은 순례자들의 행렬처럼 보였다.171)
도청에 남은 시민군들도 ‘항쟁-재난의 커뮤니타스’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 도청
168)
169)
170)
171)

임철우,
나간채,
최정운,
임철우,

봄날 5, 322-323.
앞의 책, 47.
앞의 책, 267.
봄날 5,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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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쟁지도부의 핵심 인물이었던 윤상원은 마지막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물론, 오늘 밤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아마 죽게 될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총을 버리고 그냥 이대로 아무 저항 없이 이 자리를 넘겨줄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기엔 지난 며칠 동안의 항쟁이 너무도 뜨겁고 장렬했습니다. 이제
도청은 결국 이 싸움의 마침표를 찍는 자리가 된 셈입니다. 시민들의 그 뜨거운
저항을 완성시키고, 고귀한 희생들의 의미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
가 이곳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여기 남겠습니다.172)
그곳에 남은 사람들은 “각자 ‘살고 싶은 사람은 집에 가라’는 권고를, 광주 시민의
이름으로 또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거부하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했다.”
나아가 “그들은 적들이 진실을 영원히 파괴하지 못하도록, 모든 광주 시민들을 ‘폭도’로
생매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정한 정신으로 그 자리에 남았을 것이다. 그리고
투쟁의 진실을 깊은 땅 속으로 감추어 자신들의 몸과 함께 언젠가는 우리 앞에 진실로
서 부활할 수 있도록 화석으로 만들고 싶었을 것이다.”173) 그들은 실제로 죽었거나,
죽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압도적 우위에 있는 불의한 적(敵)과
직면하여 명백한 패배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적과 타협하거나 적에게 굴복하지 않으
려는, 일종의 ‘집단적 순교행위’(collective martyrdom)에 가까운 선택이었다. 이미 항
쟁 초기부터 신군부에게 부여되었던 ‘학살자’ 오명(汚名)은 27일 새벽에 영원히 지워지
지 않을 낙인이 되었다.
이런 비극적 결말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필자는 5월 27일 새벽의 비극적이지만 자
발적인 죽음들에 담긴 두 가지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다. 우선, 항쟁 지도부는 몇 차례
에 걸쳐 무장한 중·고등학생들로부터 무기를 회수하여 집으로 돌려보냈다. 26일 밤에
도 도청과 YMCA 건물에 있던 많은 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갔다. 더 많은 이들
은 다음날 새벽 애처로운 가두방송을 들으면서도 두려워하며 집에 머물렀다. 떠나보낸
혹은 떠나간 이들을 향해 최후 희생자들은 광주 바깥세상 사람들과 후세대에게 “나를
증거하라”고 말한 셈이었다. 다시 말해 그들로 하여금 ‘역사의 증인/증언자’가 되도록
명령하거나 호소한 셈이었다. 둘째, 죽은 이들은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는 메시지
를 남겼다. “내가 죽을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결단을
내릴 때, 당신은 어디에 있었는가”하는 메시지 말이다. <표 1>에서 보듯이, 고립된 광

172) 같은 책, 391.
173) 최정운, 앞의 책, 269-270, 2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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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시민들은 궐기대회에서 간절한 심정으로 거듭 촉구했었다. 그들은 “전 민족의 궐기
를 촉구”하거나(24일), “전국 종교인과 대학생들의 궐기를 촉구”하거나(25일), “언론인
의 진실 보도를 촉구”했다(26일). 27일의 비극적인 집단적 죽음은 이런 한 맺힌 ‘촉구’
의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켜놓았다.

Ⅵ. 사회극의 일부로서의 5·18: 결론을 대신하여
사회극(social drama)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킨 이도 빅터 터너였다. “사회생활의 연극
적 잠재력”에 주목하는 것,174) 다시 말해 사회적-정치적 과정이 연극과 여러모로 유
사하다는 발상이 그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터너는 사회극을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서로 충돌하며 경쟁적이거나 논쟁적인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연속
(sequence)”으로 정의했다.175) 그는 사회극을 “갈등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무조화적
이거나(aharmonic) 부조화적인(disharmonic) 과정의 단위들”로 정의하기도 했다.176)
터너는 가족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사회생활의 거의 모든 수준에 사회극 개념을 폭넓
게 활용할 수 있으며, 전통사회와 현대사회를 포함하여 사실상 모든 사회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터너는 사회극 개념이 정치 과정이나 정치 상황의 분석에 특히
유용하다고 주장하면서, 몸소 이 개념을 ‘혁명’ 상황(1810년의 멕시코독립혁명)에 적용
해보기도 했다.177)
보다 구체적으로, 터너는 사회극이 네 단계, 곧 ① 위반(breach) ② 위기(crisis) ③
교정(redress) 혹은 치유(remedy) ④ 재통합(reintegration) 혹은 분열의 인정
(recognition of schism)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기존 구조, 규범, 규칙을 심각하게 침
해하는 행위나 사건이 ‘위반’이라면, 위반 행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다양한 세력들 사이
의 갈등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면 ‘위기’ 단계가 시작된다. 얼마 후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교정’ 시도들이 등장한다. 위기 극복을 위해 동원되는 교정 기구·기제나 구체적인
교정 조치·수단은 다양할 수 있다. 그것은 전쟁이나 혁명까지 포함하는 ‘정치적-군사
적’ 과정, 중재나 조정·재판 등의 ‘사법적’ 과정, 그리고 여러 형태의 ‘의례적’ 과정을

174)
175)
176)
177)

Victor W. Turner, From Ritual to Theatre, 9.
이기중·김명준, 앞의 책, 393.
Victor W. Turner, Dramas, Fields, and Metaphors, 37.
같은 책, 33, 98-155; id., From Ritual to Theatre, 10-11,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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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교정이 성공적일 경우 갈등하는 양측 사이에 ‘화해’나 ‘합의’가 이루어져 혼
란에 빠진 사회집단들의 재통합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경쟁하는 세력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분열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대립하는 세력 간에
(때로는 공간적 분리까지 포함하는) 영구적인 균열이 생겨날 수 있다. 터너에 따르면
2단계(위기)와 3단계(교정)에서 리미널리티와 커뮤니타스 현상이 자주 발생하며, 3단
계와 4단계(재통합 혹은 분열)에서 성찰성 및 그에 기초한 사회개혁과 같은 사회-정
치적 기능이 주로 나타난다.178)
사회극 개념을 활용할 때, 다음 세 가지를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생
각한다. 첫째, 2-3단계는 왕복과 순환, 역진·후진이 모두 가능한 지극히 유동적인 과정
임에 유의해야 한다. 3단계 교정에서 2단계인 위기 단계로 퇴보할 가능성이 있다. “교
정이 실패하면 통상 위기로의 회귀(regression to crisis)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는 전
쟁, 혁명, 간헐적 폭력, 억압, 반란 등 다양한 형태로 직접적인 힘이 행사된다.”179) 교
정의 실패로 위기가 재발하거나 고착되는 ‘교정-위기의 반복’ 사태는 위기의 장기화,
나아가 재통합이 아닌 분열 가능성의 증대로 귀착된다. 둘째, 사회극의 결말은 ‘열린’
상태임에 유념해야 한다. 사회극은 통과의례처럼 항상 통합으로 끝나도록 예정돼 있는
‘닫힌 구조’가 아니다. 사회극은 어떤 시나리오도 가능하고 허용되는 ‘열린 구조’이다.
터너가 분열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회극이 ‘분열’로 종결되는 상황은
충분히 가능하다. 셋째, 1단계의 ‘위반’은 항상 아래(불만에 찬 대중)로부터 오는 게 아
니라는 점, 그리고 3단계 교정은 항상 위(지배세력)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
조해야 한다. 혁명도 정치적 교정 조치의 하나로 인정하는 데서도 보듯이, 터너가 이런
가능성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180) 필자는 전체적으로 터너가 이 측면을 소홀
히 취급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터너는 위반을 아래로부터의 현상처럼, 교정을 위
로부터의 현상처럼 다루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필자는 지배층의 일부에 의한 쿠
데타나, 국제적 법질서에 반하는 국가폭력이나, 중대한 국가범죄도 얼마든지 사회극을
촉발하는 ‘위반’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처럼 ‘위반과 교정의 주체’ 자체가 논
178) Victor W. Turner, Dramas, Fields, and Metaphors, 38-42; From Ritual to
Theatre, 9-10, 68-71, 92.
179) Victor W. Turner, Dramas, Fields, and Metaphors, 41; From Ritual to Theatre,
71, 92.
180) 터너는 한곳에서 “대규모 복합사회의 어떤 역사적 국면에서는, 만약 사회적인 가치 합
의가 붕괴하고 전례 없는 새로운 역할·관계·계급이 출현할 경우, 봉기(rebellion) 혹
은 심지어 혁명(revolution)을 통해 교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적었다. Victor W.
Turner, From Ritual to Theatre,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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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거리이며, 사회극에서 ‘최초의 위반’이 위에서 오는가 아니면 아래에서 오는가 하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사회극의 시각으로 접근할 경우 광주항쟁은 네 가지 점에서 매우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최초의 ‘위반’이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곧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에 반하는 신군부 세력의 5·18쿠데타(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이다. 둘째, 교정 조치가 위(신군부)와 아래(광주 시민)로부터 모두 나왔다는 점, 다시
말해 대립하는 양측(시민 측과 신군부 측) 모두가 항쟁의 특정 시점들에서 번갈아가며
‘교정의 주체’로 등장했다. 셋째, 교정 조치들은 실패를 거듭했고, 그런 와중에 ‘교정에
서 위기로의 회귀’ 양상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 넷째, 광주항쟁의 경우 마지막 단계
에서 기존질서로의 ‘재통합’에 실패하여 기존 체제로부터의 ‘분리·분열’로 귀착되는 상
황에 가깝다.
‘광주항쟁의 사회극’에 접근할 경우, 위반-위기-교정-재통합/분열의 단계들을 어떻
게 시기별로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광주항쟁에서
변혁의 리미널리티와 해방의 커뮤니타스가 형성되었고, 사회극의 2-3단계에서 리미널
리티·커뮤니타스가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필자는 광주항쟁의 기간(5월 18일
-27일)이 사회극의 ‘위기’ 단계와 ‘교정’ 단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
한다. 그렇다면 광주항쟁의 사회극이 시작되도록 만든 최초의 ‘위반’은 신군부의 권력
공고화를 위한 시도로서 광주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을 촉발했던 5·18 계엄 확대 조치,
곧 조정환이 1979년 12·12부터 1980년 9월 1일 전두환의 대통령 등극에 이르는 신군
부의 ‘다단계 쿠데타’에서 제3차 쿠데타로 지목했던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181) 극소
수 정치군인들에 의한 전격적이고 일방적인 군사쿠데타는 민주화 이행에 대한 국민적
인 지지와 합의와 충돌하는 명백한 위반 행위였다.
신군부의 ‘위반’ 행위에 대해 광주 사람들의 강한 항의와 저항이 발생했고, 신군부가
이런 정당한 항의에 가공할 폭력으로 대응함으로써 광주 사회극은 공공연한 ‘위기’ 단
계로 돌입했다. 필자는 5·18 계엄 확대 조치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저항을 시민들이
발동한 최초의 교정 조치(제1차 시민 측 교정 조치)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
다. 5월 18-19일에 걸친 신군부 측의 무력진압과 검거 작전이 20일에 실패로 판명됨
으로써 위기는 심화되었다. 군대가 비무장 시민들에게 제압당하는 비현실적인 사태가
현실화되었다.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군부 측이 동원한 첫 번째 교정 조
치(제1차 신군부 측 교정 조치)가 21일의 집단 발포였다. 그러나 이런 극대화된 교정

181) 조정환, “광주민중항쟁과 제헌권력”, 앞의 책, 17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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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마저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기존 위기가 더욱 고조된 형태로, 곧 광주 통치권의 상
실이라는 형태로 재발되었다. 광주의 항쟁을 조속히 진압함과 동시에 다른 지역들로
저항이 확산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위기를 교정하고 구체제로의 재통합을 달성하려던
신군부 측 시도가 완전히 빗나가는 가운데 ‘교정에서 위기로 회귀’하는 상황이 나타났
던 것이다. 이후 ‘제2차 시민 측 교정 조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이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신군부 측의 완강한 태도에 막혀 실패로 돌아갔고, 그
로써 위기는 고착되었다. 이것이 5월 22-26일의 상황이었다. 5월 27일의 광주시 재진
입과 전남도청·YWCA 탈환 작전은 ‘제2차 신군부 측 교정 조치’였다. 이 군사작전이
성공함으로써 사태는 신군부 측의 압도적인 우위로 재차 반전되었다.
그렇다면 계엄군이 도청을 재점령한 5월 27일 새벽 이후의 시기를 사회극의 종결이
라고 볼 수 있을까? 항쟁의 사회극은 신군부의 승리로, 구체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재
통합’으로 끝난 것일까? 필자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 사회극은 지배층이 바라
는 안온한 해피엔드 쪽으로 좀처럼 가주질 않았다. 1980년 5월 27일 이후의 상황은
더욱 확산된 저항이 나타나고(새로운 위기), 이에 대항하는 정권 측의 탄압(강화된 교
정 조치)이 끝없이 지루하게 반복되는 ‘교정-위기의 악순환’에 가까웠다. 따라서 시간
이 흐를수록 사태는 ‘재통합’이 아닌 ‘분열’ 쪽으로 흘러갔고, (신군부 중심으로 단합된
‘하나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두 개의 대한민국’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졌다. 참담한 비
극에도 불구하고 광주항쟁의 사회극은 결코 교정될 수 없는 장기적인 위기로의 경향,
재통합이 아닌 분열로 종결되려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것이 정권 축출과 교체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등 구군부에 의한 5·16쿠
데타 이후 급격히 ‘재통합’으로 흘러갔던 4·19혁명과의 뚜렷한 차이였다. 1980년 5월
27일의 무력진압과 엄청난 유혈사태, 뒤이은 대대적인 관련자 검거·처벌 선풍과 공포
정치에도 불구하고, 1961년 5·16쿠데타 때처럼 혁명적 열기와 민주화 열망이 급속히
증발해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5·16의 구군부는 4·19의 ‘계승’을 공식 표방함으
로써, 다시 말해 독재정권이 ‘민주혁명’의 계승을 자임함으로써 ‘4·19정신’을 가장 효과
적으로 조롱하고 형해화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에 1980년의 신군부는 5·18과 관련된
모든 것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항쟁의 역사적 사실 자체를 은폐하면서 논의 자체를
봉쇄하고 금기시하는 데 주력했다.182) 그러나 민주혁명(4·19)은 속으로 파고들어가 그
것의 생명력을 빼앗고 빈껍데기로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라 민주혁명(5·18) 자체를 금

182) 이용기, “5·18에 대한 역사 서술의 변천”, 5·18은 끝났는가, 학술단체협의회 편,
푸른숲, 1999, 396-398.

- 54 -

단(禁斷)의 영역에 가둠으로써, 5·18은 오히려 강인한 생명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다. 억압되고 금지되었기 때문에 일상화·제도화될 수 없었고, 억압·금지되었기 때
문에 항쟁의 순간들이 동결된 채 더욱 생생하게 추체험될 수 있었고, 억압·금지되었기
때문에 항쟁의 변혁적 에너지와 항쟁 기억의 전복성이 고스란히 유지되는, ‘억압과 금
지의 역설’이 작동했다.
5·18은 1970년대 민주화운동은 물론이고 그 이전의 4·19에 비해서도 훨씬 강한 ‘적
대’(敵對)를 포함하고 있다. 시민들은 진압군의 공격에 맞서 스스로 무장했으며, 군인
들이 퇴각한 광주를 해방구로 만들어 직접 통치했다. 많은 이들이 군인들과의 교전에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 그리고 시민들의 봉기는 군대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 당했다. 이 과정을 지켜보거나 전해들은 많은 이들이 분노와 좌절감
에, 그리고 도덕적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갖고서도 이런
처참한 유혈사태를 묵인하고 방조한, 나아가 진압군 파견을 승인하고 협조한 미국에
분개했다. 1980년 5월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한 하나의 세대가 그렇게 탄생했다.
광주항쟁의 비극적 종결 이후에 나타났던 좌절감과 패배의식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겠지만, 최후 항쟁에 나섰던 이들이 남긴 두 가지 메시지-‘나를 증거하라’ 그리고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가 살아남은 이들의 양심에 남긴 큰 울림과 막중한 무게도 과소
평가해선 안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1980년대 사회운동의 발전 요인을 광주항쟁에 대
한 부채의식으로 설명했다. 예컨대 박인배는 민주화운동에 가담했던 이들에게 광주항쟁
이 끼친 심리적 영향을 죄책감, 자괴감, 분노의 세 가지로 표현했다. “1980년 5월 광주
의 기억은 민주화운동 진영의 모든 인사들의 뇌리에 지울 수 없는 각인으로 남았다. 살
아남은 자들은 먼저 간 영령들에 대한 죄책감에 어쩔 줄 몰라 했고, 전두환 일당에 대
한 분노로 칼을 갈았으며, 무기력하게 나약한 자신에 대한 자괴감에 괴로워했다.”183)
광주항쟁을 향한 분노와 죄책감·자괴감이 복합된 감정은 한편으로 저항 이념의 급진화
로, 다른 한편으론 강력한 저항 에너지로 분출했다. 정근식은 “공동체적 윤리”에 기초
한, 죄책감-부채감의 연쇄적이고 나선형적인 확산 과정에 대해,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
생한 거대한 저항적 에너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도청이나 광주YWCA에서 저항했던 시민군들은 계엄군에
의해 죽음을 맞거나 체포되었다. 윤상원의 죽음은 그의 예언대로 광주 시민들에
게 커다란 부채감으로 작용하여 민주주의를 위한 증언을 하도록 만들었다. 당시
18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3: 서울의 봄부터
문민정부 수립까지, 돌베개, 2010,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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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에서 체포되거나 5월 26일 밤 도청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구했던 사람들은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렸고, 민주화를 갈망하던 광주 시민들은 도청
에서 희생된 이들에 대한 부채감에 시달렸다. 광주 시민들의 희생은 민주적 정치
공동체를 열망하고 있던 국민들에게 도덕적 부채감을 주었다. 광주민주항쟁의 진
실을 모르던 다수 국민들은 당시에는 이런 도덕적 부채감을 갖지 않았으나, 점차
항쟁의 진실이 알려지면서 도덕적 부채감을 느끼게 되는 과정을 밟았다. 이런 공
동체적 윤리는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항쟁에 참여했던 학생 및 시민들, 그
리고 1980년 5월, 이른바 서울의 봄 시기에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학생과 시민
들에게 크게 작용했다. 이들이 지니게 된 죄책감과 부채감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
복과 사회정의를 추동하는 정신적 에너지가 되었다.184)
항쟁 이듬해부터 광주뿐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거대한 ‘장례공동체/추모공동체’
가 형성되어갔다. 매년 5월 중순이 되면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망월동 묘역을 참
배한 뒤 주로 추도미사나 추모예배의 형식을 취한 기념행사에 참여하곤 했다. 5·18은
전국적인 ‘기일’(忌日) 혹은 제삿날이 되어버렸다. 이조차 정권의 극심한 방해 때문에
‘장례 투쟁’이 될 수밖에 없었다.185) 광주항쟁 이후 ‘저항적 자살’을 감행한 이들이 극
적으로 증가했다. 1970년대에는 이런 사례가 전태일(1970년)과 김상진(1975년)에 불
과했지만, 1980년대 전두환 정권 기간에는 그 숫자가 26명으로 늘어났다. 전두환과 함
께 군사쿠데타를 이끌었던 노태우의 정부에서도 무려 48명이 저항적 자살을 선택했
다.186) 이들은 자신들의 죽음을 통해 앞서 광주항쟁에서 죽은 이들을 상기시켰고, 또
상징적으로 되살려냈다. 5·18의 상흔은 1980년대의 저항적 감수성에도 깊이 새겨졌다.
5·18을 소재 혹은 주제로 삼은 작품들은 시·노래·판화 등의 문화운동으로, 나아가
1987년 이후 사진 분야로 확산되었다. 특히 1982년 4월에 만들어진 <임을 위한 행진
곡>은 새로운 비판적·저항적 감성구조에 바탕을 둠으로써 사회운동 감수성 자체의 변
화를 초래했다는 게 정근식의 평가이다.187) 광주항쟁 이후 이와 관련된 민중가요나 운
동가요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천유철은 이를 ‘5월 음악’으로 명명했다.188)

184) 정근식, “<임을 위한 행진곡>: 1980년대 비판적 감성의 대전환”, 역사비평 112,
2015, 256.
185) 정근식, “사회운동과 5월 의례, 그리고 5월 축제”, 지역 민주주의와 축제의 관계, 정
근식 외 편, 중원문화, 2010, 86-91.
186) 임미리, 열사, 분노와 슬픔의 정치학: 한국저항운동과 열사 호명구조, 오월의봄,
2017.
187) 정근식, “<임을 위한 행진곡>”, 253-254, 266-267.
188) 천유철, 앞의 책, 15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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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항쟁을 기억하고 계승하려는 이후의 노력은 종종 ‘5월운동’ 혹은 ‘5월투쟁’으로
불렸다. “1980년 5월의 광주항쟁에서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항쟁이 구현했던 정
신과 실천행동을 계승하려는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인 5월운동은 장기성과 주기성,
집중성, 통합성 등의 특징을 보였다. 5·18은 저항을 포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투신하
게 만드는, 투쟁의지를 일깨우는 힘의 원천이었고, “운동권 전체가 5·18을 매개로 결합
됨으로써 전국적으로 거대한 흐름을 형성”했다.189) 매년 5월마다 광주항쟁에 대한 ‘전
복적 기억’과 ‘부채의식’이 함께 재생되는 가운데 5·18은 신군부 세력을 향한 저항의
동력원으로, 저항의 촉매제로 기능했다. 1980년대에 체제 저항세력의 요구는 민주화와
함께 5·18과 관련된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 회복과 보상, 학살 책임자 처벌로 집약되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무기를 놓고 도청을 계엄군에게 비워줬더라면 6월
항쟁은 없었을 것이며 지금 이 시간도 ‘5공’ 치하였을 것”이라는 최정운의 언명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190)
1987년부터의 민주화 이행 이후 광주 리미널티리의 ‘최소 목표’가 하나둘씩 달성되
면서, ‘교정-위기의 악순환’ 속에 맴돌면서 ‘분열’(두 개의 대한민국) 쪽으로 치닫던 사
회극의 흐름이 비로소 서서히 ‘재통합’ 쪽으로 전환되었다. 민간-민주정부 수립을 비롯
하여, 폭동·폭도에서 민주화운동·국가유공자로의 변화, 전두환·노태우 처벌과 정부의 공
식 사과, 5·18국가기념일과 5·18국립묘지의 등장,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일들을 겪는 과정에서 광주항쟁이 지닌 특유의 역동적이고 드
라마틱한 성격은 점차 감소했으며, 광주항쟁을 둘러싼 격렬했던 정치적-사회적 갈등의
강도 역시 조금씩 감소하게 되었다. 따라서 광주항쟁 사회극의 마지막 단계는 ① 1980
년 5월 말부터 시작되어 수년 동안 ‘분열’ 양상이 급격히 확대되다가 ② 1987년의 민
주화 이행 이후 기존 흐름이 반전되면서 ‘분열’과 ‘재통합’의 양상이 혼재되기 시작했고
③ 1998년의 평화적 정권교체 이후 새로운 흐름이 더욱 빨라지면서 ‘재통합’의 측면이
갈수록 우세해지다가 ④ 2000년대 초-혹은 늦어도 2010년대 초-에 이르러 대체로
‘재통합’의 방향으로 종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191) 결국 광주 사회극은 1980년 5월
189) 나간채, 앞의 책, 12-13, 63.
190) 최정운, 앞의 책, 279.
191) 광주항쟁의 사회극 자체는 사실상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광주 리미널리티에서 나타났
던 ‘최소 목표’가 모두 달성된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실종자 유해 발굴과 암매장
의혹 규명, 항쟁 관련 연행자들에 대한 고문과 성폭력 문제, 집단 발포 및 헬기 사격
명령자와 미국의 역할 규명 등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5·18에 대한 전
두환 전 대통령과 극우 단체·인사들의 비방과 왜곡도 그치질 않고 있는 가운데, 기
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둘러싼 갈등 역시 2017년 5월 정권교체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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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아침에 끝나기는커녕, 그로부터 무려 20년 이상이나 끈질기게 계속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광주항쟁이 ‘최소 목표들’보다 더욱 위대하고 원대한 그 무엇을 처음
부터 배태하고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광주는 “하나의 이름이라기보다 혁명과
운동, 새로운 삶의 꿈을 지칭하는 상징”이기도 했다.192) 광주 리미널리티의 ‘최대 목
표’를 현실화하는 일, 그리고 광주 커뮤니타스를 ‘규범적 커뮤니타스’나 ‘이데올로기적
커뮤니타스’로 구체화하는 일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광주항쟁의 자발적 커뮤니타
스를 ‘이데올로기적 커뮤니타스’로 구체화하는 과업은 이른바 ‘광주정신’을 다듬고 체계
화하며 새로운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규범적 커뮤니타스’ 실현 문
제는 평등주의적이고 인간 존엄성을 인정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과업으로 압축된다. 국
립5·18민주묘지의 내부구성에도 이런 커뮤니타스 이상이 담겨 있다. 예컨대 2016년 4
월 현재 국립5·18민주묘지의 참배광장에는 두 개의 조각상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하
나는 ‘무장항쟁 군상(群像)’이고 다른 하나는 ‘대동세상 군상’이다. 당시 5·18민주화운
동기록관의 1층 제1전시실을 구성하는 10개의 주제 중 2개가 ‘자치공동체’와 ‘대동세상’
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록관 2층 제2전시실을 구성하는 4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시민
공동체’였다. ‘이미 실현된 미래’인 광주항쟁은 오늘날 한국인들에게 자치공동체, 시민공
동체, 대동세상에 대한 희망과 영감의 가장 큰 발원지 중 하나이다. 광주항쟁은 더욱 인
간적이고 평등하고 민주주의적인 세상을 만들라고 지금도 우리 등을 떠밀고 있다.

고서야 비로소 일단락되었다.
192) 이진경·조원광, “단절의 혁명, 무명의 혁명”, 앞의 책,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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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논평

5월의 연대와 헌신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5월 광주의 커뮤니타스와 변혁의 리미널리티: 사회극의
일부로서의 5·18”에 대한 논평

이 동 화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1.
사회운동 또는 정치적 격변과 같은 사회적 사건 등에 대해서 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하
고자 접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회운동의 참여자
들을 둘러싼 객관적 조건과 구조를 살펴보는 것으로, 자원동원이론(theory of resource
mobilization)이나 정치과정이론(theory of politica process)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접근은 위의 이론들의 이름이 보여주듯, 크게는 사회 구조와 제도, 작게
는 운동 조직과 인적·물적 자원의 동원 등에 주목한다. 둘째로는 사회운동의 참여자들
의 주관적 과정들을 살펴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특별히 유럽의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s)을 분석하면서 상당한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 정체성, 인지적 프레임, 감정 등과 같은 개념을 통해서 사회운동의 심리적이
고 상징적·문화적 요소들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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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인철 교수의 연구 “5월 광주의 커뮤니타스와 변혁의 리미널리티: 사회극의 일부로서
의 5·18”은 큰 틀에서 보면 5월 광주민중항쟁 참여자들의 주관적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운동 전체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면서도 그가 제시하는 해석틀은 상당히 독창
적이다. 그는 빅터 터너의 사회극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종교적 개념들을 사용하여 5월
항쟁을 분석하는데, 그가 논문 서론에서 밝혔듯이 한국에서 이러한 방법론으로 사회운동
이나 정치적 변혁을 분석한 것은 상당히 새롭고 독창적인 시도이다.
강인철 교수는 5월 광주항쟁의 과정을 한편의 연극 또는 사회극으로 바라본다. 인간
의 사회생활에서 각각의 특수성과 구체성을 제거하여 추상화시키면 연극의 기승전결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그 연극의 기승전결의 틀을 통해서 사회생활의 구체적·경험적 인
지 질서를 개념적 질서로 바꾸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강인철 교수의
연구는 마치도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이 전개된다.
강인철 교수는 사회극의 기승전결 곧 ① 위반 ② 위기 ③ 교정/치유 ④ 재통합/분열
이라는 단계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 단계를 분석하면서 통과의례에서 드러나는 개념,
두 상황의 경계에 머무는 상황으로서 리미널리티(liminality)와 그 상황 속에서 드러나
는 인간의 사회적 상호관계로서 코뮤니타스(communitas)를 제시한다. 이러한 개념을
이용하여 5월 광주항쟁을 재구성해보면, 항쟁 참여자들의 공동체 형성의 과정과 내면
적 조건 및 특징들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 강인철 교수의 주장이다.
실제로 강인철 교수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놓치거나 주목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상
당히 포착하고 있다. 특별히 항쟁 중에 형성된 ‘항쟁과 재난의 커뮤니타스’와 ‘의례-연
극 커뮤니타스’는 광주항쟁이 가지는 높은 도덕성과 강한 연대성, 그리고 자기희생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곧 항쟁 기간 중에 광주 시민들의 높은 도덕
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항쟁 기간 중에 참여자들은 어떻게 연대에 대한 강한 의
식과 감성을 형성하고 유지시켜 나갔는가, 항쟁 참여자들이 보여준 이타적 헌신과 자기
희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며 어떻게 발전되어 가는가, 기존 사회의 계급과 지위와는
다르게 항쟁 공동체 안에서 대안적 질서 또는 위계적 구조들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럼으로써 항쟁 공동체의 형성, 참여자들이 스스로에게 부
과한 사명 및 역할, 그리고 공동체의 구조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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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에서 언급한 바로 이러한 측면이 강인철 교수의 연구가 가지는 강점이자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먼저, 강인철 교수의 연구는 사회운동과 사회적 사건을 바라보는 새로운 해
석틀을 제공한다. 강인철 교수가 빅터 터너에게서 빌려쓴 개념들을 통하여, 이제까지의
5·18 연구가 주목하지 못했던 항쟁 참여자들의 심리와 정서, 자기희생과 헌신, 용기와
연대 등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운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라는 측면에서도
독창적이지만, 기존 연구에 비해서도 5·18에 대한 상당히 독창적인 해석을 보여준다.
또한 강교수가 이용하고 발전시킨 개념틀은, 강교수의 견해대로, 4·19혁명이나 해방
정국, 부마항쟁, 6월항쟁, 최근의 촛불혁명 등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
사적이고 사회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집단행동의 참여자들이 형성시키고 발전시키는 심
리와 정서, 상징과 문화를 분석하고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강인철 교수의 종교학(의례), 미학(연극), 사회학(집단행동)을 기반으로
하는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 연구의 시도는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도 새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데 부족함이 없다.

4.
연구 내용과 관련하여 강인철 교수는 다양한 리미널리티와 그 속에서 드러나는 커뮤
니타스를 시간적으로, 곧 항쟁과 재난의 커뮤니타스와 의례-연극의 커뮤니타스가 배열
하여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리미널리티가 가지는 애매모호함과 경계선 위의 위치로
볼 때, 여러 커뮤니타스가 공시적으로 공존하고, 더 나가서는 항쟁과 재난, 의례-연극
의 커뮤니타스 외에 또 다른 성격의 커뮤니타스도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지점에
서 강인철 교수의 고견을 청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족을 덧붙이자면, 강인철 교수는 항쟁 참여자들의 경험적 자료들을 문
학적 기록에서 수집하고 있다. 만일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이나 포커스 그룹
같은 조사를 통해 더 많은 자료들을 수집했더라면, 연구의 내용도 더욱 풍부해지고 동
시에 타당성과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고를 의미하는지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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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발표

인간과 사회변혁:
5･18민주화와 저항하는 여성

• 발 표: 오 유 석(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5･18과 여성에 대한 ‘국가폭력’
Ⅲ. 어느 5･18 ‘성폭력’ 여성의 고립된 외침
Ⅳ. 미투 운동과 5･18 성폭력 피해의 만남
1. 1991년 ‘군 위안부’ 김학순 할머니의 발화 – 공론화 – 인지의 힘
2. 2018년 5･18 성폭력･성고문 피해 여성들의 발화 – 공론화 – 인지의 힘
Ⅴ.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2018년 봄, 5･18 광주 항쟁 당시 계엄군 및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에 의해 성폭력
과 성고문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증언이 38년의 시간을 뚫고 세상에 발화되었다. 여성
들의 피해 경험이 이제야 보도되는 것을 본 누군가는 ‘왜 광주 여성들은 그동안 성 폭
력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러한 물음에 윤청자(월민주여성회 부회
장)은 “우리가 지금껏 말을 안 혔겄어. 전체 투쟁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우리 얘기만 내
세우질 못한 거지”라고 대답했다(한겨레, 2018.5.10).
성폭력 문제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 안에서도 늘 ‘대의’를 위해 후순위로 밀려나야
하는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어 왔다. 여성들의 피해 경험은 국가와 사회, 가족에 의해
체계적으로 은폐되어 왔을 뿐 아니라, 진보적 남성들의 비진보적 여성관에 의해 묵인
되어 왔다. 권인숙은 대한민국은 군대다(2005)에서 1980년대 한국운동권에 팽배했
던 군사주의와 그 안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여성들의 성별화된 역할과 폭력에 대한 문
제제기가 민족, 민주, 계급문제 앞에서 허물어지고, 여성운동가들을 어떻게 2등 운동가,
여성이 아니라 노동자농민으로 만들었는지 당시 학생운동에 몸담은 여성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담아냈다. 그녀들의 목소리가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쯤1) 되어서였다.

성(별)문화와 관련해서 여성운동가들이 겪는 어려움은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의식을 표출할 일들이 많았음에도 95년쯤 되어서야
거론되기 시작했죠. 그 문제가 80년부터 있었다 해도 공론화되기까지 15년이 걸
린 건데, 그 15년 동안 개인의 목소리를 철저히 죽인 거죠. 분열에 대한 냉혹한
비판이 존재하고, 분열은 곧 죽음이다라는, 하나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강박관념
이 지배했던 시대였죠. 기존의 성문화가, 가부장적 질서, 위계질서에 대해 여성들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뭉치기도 힘들었고, 여성들 사이에서도 동의받기 어려웠
죠. 집단에 해가 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문화 때문에, 결국 개인적인
삶은 돌보지 못한 거죠(권인숙, 2005, 21).
가장 진보적이어야 할 운동권에서조차 ‘성’(sexuality)이 억압되었듯이 가장 ‘민주주
의와 인권’문제에 민감해야 했던 5･18의 기억과 역사에서조차 ‘특정 성별’에 대해 ‘날
것’ 그대로 행해진 ‘국가폭력’은 제대로 발화되지 못했다. ‘고통’이 있었음을 스스로 말
1) 여성단체들에 의해 반성폭력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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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고, 말하면 신빙성이 없다고까지 아예 부정된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 진실은
은폐되고 여성들은 침묵을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침묵해 왔다.
왜? 그랬을까?

Ⅱ. 5･18과 여성에 대한 ‘국가폭력’
5･18 당시 계엄군과 수사관에 의한 성폭력 증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
다. 몇 차례의 역사적 시간을 역으로 되짚어 볼 수 있다.

<표1> 5･18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기록과 증언
구분

5･18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기록과 증언
1988.6.20
동아일보

신문보도

1989.2.25
한겨레

1989.5.17
경향신문

증언-구술

광주민중항쟁
과 여성

자료(기록)

(1991)
1995.12.20
중앙일보

신문보도

1996.1.9
한겨레

• <막판에 신청서 몰린 8년 전의 악몽>: 광주사태 치유책의 일환
으로 광주사태관련 사상자 추가신고
• 여고1년생 시위진압군에 끌려가 성폭행 당한 후 정신이상증세,
산속 암자 은둔생활
• ‘간첩으로 몰아 모진 고문’
• 당시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두 처녀와 두 아주머니의 기록
도 가지고 있다. 두 처녀 중 한 사람은 성폭행 당한 뒤 대학에
진학했으나 분신자살했으며 또한 사람은 정신병원을 전전하
다 지난해 승려가 됐다(이지현 증인, 부상자 동지회장)
• <사망자는 모두 220선을 추정>
• ㄱ 여고 1학년이던 유모양(25, 나주 남평면)은 5월 19일 하오
4시쯤 학교에서 돌아오다 유동3거리에서 군인 2명에게 붙잡혀
얼굴을 가린 채 어디론가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 1989년 전후하여 이루어진 항쟁참여 여성들의 구술증언 자료.
학자와 법률가, 시민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오월 여성연구회라
는 이름으로 광주지역 여성학자와 여성운동 활동가들이 간행.
• 광주항쟁으로 인한 육체적·심리적 피해와 후유증, 피해자들
의 입을 막는 과정과 사회의 억압이 적나라하게 묘사돼 있다.
• <5･18性폭행 피해자 아직도 고통>
• 성폭행 당한 김모씨(33, 당시 ㄱ여고 2년)를 불러 피해사실을
확인했다.
• 19일 오후3시쯤 유동3거리에서 나와 30대 부녀자 2명 등이 계
엄군 3명에게 붙잡힌 뒤 트럭에 실려 백운동 인근 야산으로
끌려가 각각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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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5
한겨레

1999.5･18
매일경제

증언-구술
자료(기록)

2000

2003

2010

문학작품들

• 계엄군에게 성폭행 당한 염아무개(39세)한테서 진술서 받음
(공식 증언 2명). 언론보도 우려, 서면으로 대신.
• 80.5.20일 저녁 광주 동구학동 학동다리 근처 언니랑 귀가하
다가 계엄군에게 끌려가 성폭행 당함.
• SBS 518 민주화운동 19주년 피해자 삶 조명 특집 다큐멘터리
‘멍에’ 반영. 계엄군에게 성폭행 당한 후 자살한 여대생, 아버
지를 살해한 40대 여인 등 5･18이 가져다 준 여인들의 고통스
런 사람도 카메라에 담았다.
• 광주항쟁 20년에 이루어진 증언자료집(일반시민여성들의 참
여 동기와 활동내용을 강조한 증언 자료집)
•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5･18기념재단)
• 5․18항쟁 증언자료집,Ⅰ,Ⅱ,Ⅲ, (2003), 5․18연구소
• 시민군과 사회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증언 집에 실린
여성증언자들의 증언
• 구술로 엮은 광주 여성의 삶과 5･18(초판), 광주전남 여성
단체연합(2009년 구술채록기획)
• 광주, 여성, 후마니타스(초판 개고), 2012
• 윤재걸 편(1988), 작전명령 화려한 휴가, 실천문학사
• 공선옥(1993), “목마른계절”, 창작과비평 21, 창비
• 최윤(1996), “저기 소리없이 한점 꽃잎이 지고”, 꽃잎처럼, 풀빛
• 홍희담(1996),“깃발”, 꽃잎처럼, 풀빛
• 송기숙(1999), 오월의 미소, 창작과 비평사

5·18 당시 계엄군 군인들이 여성들에게 저질렀던 학살과 폭력행위는 전쟁범죄와도
같았다. 실제 5･18을 겪은 많은 여성들은 당시를 ‘전쟁’으로 기억하고 재현한다(광주전
남여성단체연합, 2012). 5월 22일 광주시내에서 시위대는 온몸이 두부처럼 짓이겨지고
가슴이 잘린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 사망자는 당시 19살이었던 ㅅ씨였다. 1980년 6월
20일 광주지검 공안과에서 작성한 검시 조서는 “ㅅ씨가 가슴이 날카로운 것에 찔린
‘좌유방부 자창’에 골반부와 대퇴부에 여러 발의 총탄이 관통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전
문가들은 “계엄군은 대검으로 ㅅ씨의 젖가슴을 찔렀고, 실신했거나 죽은 상태의 ㅅ씨의
성기 쪽에 집중적인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 여성 가슴과 성기를 난자
하는 행위 등은 전쟁 때 진압군이 피지배 여성들의 전의를 꺾기 위한 전형적 ‘과시적
성폭력’으로 설명된다.3)
2) ‘계엄군 성폭력’ 피해 광주 여성들, 왜 말하지 못했나, 한겨레(2018.5.10), http://www.
hani.co.kr/arti/society/area/843989.html#csidxb8165300790bb709135f1c4eb0e301b
(검색일: 2018.8.20)
3) “5·18 때 계엄군, 여성 3~4명 산으로 끌고가 집단 성폭행”, 한겨레(2018.5.10),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3982.html#csidxb2356d260dba2f1971537
533e8bb389(검색일: 201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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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들은 상부로부터 ‘성폭력’을 해도 좋다는 ‘지시’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군들은 습관적이고 본능적으로 성폭력을 자행
했다. 피해자 기록에 의하면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은 19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열
흘 간의 항쟁이 끝난 후 현재까지 이어 오는 ‘5월 운동’4) 동안 수사관들에 의해 일어
난 ‘성고문’은 성적 욕설을 퍼붓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고문, 성폭행까지 전 방위적
으로 일어났다. 성적 욕설은 ‘전통적 성 역할을 벗어난’ 여성을 혐오하고 잔인하게 고
문한다. "여성 정치범의 투옥과 고문 과정은 여성을 성적 노예로 삼는 가장 비인간적인
행위이다. 이것은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폭력을 위임받은 자들을 통해 일어났다. 엄연
한 ‘국가폭력’5)이다.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에서 특정 성에 대한 특정 범죄가 집중적
으로 발생하리라는 것을 국가가 충분히 알면서도 군인들을 떠밀은 ‘국가’는 ‘성폭력’의
실질적 가해자가 된다. 통제와 질서가 무너진 상황으로 떠밀린 군인들이 무방비 상태
의 여성 ‘약자’에게 행한 폭력은 명백한 ‘성폭력’이며 그러므로 당사자도 가해자라는 사
실 앞에 피해 갈 수 없다. 이 때 군인들은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동시에 성폭력 가해자
가 된다. 그러므로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에게는 ‘국가’6)와 ‘특정 성=남성’이라는 이중
의 가해자가 존재한다.
1988년 형성된 여소야대 정국에서 역사적인 ‘광주청문회’가 시작되었다. 1987년 ‘6
월 항쟁’ 이후 현대사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기억독점이 도전을 받았다. 국가에 의
해 공식적으로 망각되었던 다양한 사건들이 망각의 늪에서 건져 올려졌다(김민환,
2003, 400-410). 5･18은 당연히 그 정점에 있었다. 5･18이 없었다면, 5･18에 대한
‘5월’운동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정부수립 이후 ‘국가폭력’이 침묵의 바다 깊숙한 곳으
로부터 떠오르기 시작했다. 5･18이 국가의 공식적인 국가폭력의 기억(무엇을 기억할
4) 5･18항쟁의 역사는 1980년 5월 18일에서 5월 27일까지 단지 열흘간의 시간만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1980년 5월 18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오는 5월 운동을 포함한다.
5) 국가폭력은 “국가가 계획·주도·시행하는 군인·경찰·정보기관 등 공권력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학대, 가시적·암묵적 가해행위”라고 규정한다. 국가가 시행하는 물리적 가해행위
자체도 강도 높게 진행되지만 한 국가가 그러한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
로기 낙인기제, 피해자의 사회적 생활 곳곳에 스며드는 신체적·경제적·문화적 감시·통
제·격리의 기제들 때문에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은 단순히 육체적 상해를 넘어 매우 다층
적이고 복합적인 외상후 스트레스(트라우마)를 경험한다.
6) 최근(2018.8월) 여성단체들은 안희정 성폭력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1심 선고를 규탄하
며 ‘여성에게 국가란 없다’라는 것을 재확인 했다. 국가가 인간사회의 ‘특정 성’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음에 분노한 것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진실에 가깝지만 그렇다고 ‘특
정 성’에 우호적인 국가가 곧 ‘특정 성’으로 치환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도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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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5･18은 국가폭력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정당하고 정의로운 민중항쟁이었다)으
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부정되어야 마땅할’국가와 광주 사이에 대타협이 이
루어졌다. 그리고 5･18은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발생한 원초적 사건만
을 기억하고 말았다(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때 목숨을 잃은 사람과 가시적으로 다
친 사람만7)을 기억하고 말았다. 그 외의 것은 모두 주변화되거나 배제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누가’ 기억할 것인가? 주체의 문제에서 ‘젠더’는 고려되지 않았다. 그래서 5･18
에 참여했던 여성들은 그녀들의 역할이 과소평가되었고 5･18의 기억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었다고 말한다. 5･18 기억투쟁에서 배제된 여성들은 그 후에 왜 자신들이 배제
될 수밖에 없었는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강현아, 2004, 35).
첫째, 항쟁에 참여했던 여성 당사자들은 물론 정치인이건 역사가이건 항쟁을 평가하
고 기록하는 사람들의 지배적인 관점이 여성들이 했던 일(항쟁의 생산을 가능하게 해
주었던 재생산 활동(취사, 모금, 기타 보급 및 지원활동), 그리고 학살의 뒤처리(시체
염하기)은 ‘보잘 것 없는 일’ 혹은 ‘궃은 일’로 여겼기 때문이다.
둘째, 취사일과 같은 경우에서 전형적으로 드러나듯이 재생산과 관련된 일은 법적인
제재의 대상이 아니며 ‘표 안나는’ 일이라, 가시적인 진상규명이 요구되지 않았다.
셋째, ‘특정 성’의 특정 능력인 감수성이 여성들에게 강하게 자극되면서8) 살아 남은
자의 강한 죄책감, 수치심, 트라우마, 거리낌이 지독하게 오래 남았다.

<표2> 5･18을 바라보는 남성과 여성의 다른 시선
5･18 남성

5･18 여성

최후까지

300~500명(일시적으로 활동했던 사

도청 사수

람들을 포함한 인원)

이 중 여성들은 30~50명
최후까지 지킨 사람 13명(총과 수류탄
투척법 훈련받음)

활동의 성격

생산적, 신체적

재생산적, 심리적, 물질적 지원

참여의 성격

주체적, 조직적, 의지적

보조적, 우연적, 개별적, 자발적

가시적
법적제재, 가시적인 진상규명, 피해자
보상 등 역사적 진실에서 드러남

비가시적
탈법적 제재, 역사적 진실에서 묻임

형태

7)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2005년 집계한 통계를 보면, 165명이 항쟁 당시 숨졌다. 항쟁
당시 숨진 165명 중 여성은 13명이다. 사망자 165명 중 129명은 총상, 9명은 자상, 17
명은 타박상으로 희생됐다. 물론 이 후 기억 투쟁과정에서 5･18의 피해자 범위와 대상
은 계속 확대되었다.
8) 이 부분은 본 연구자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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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기

발화적

침묵적(언어의 부재)

의미부여

혁명적, 중요한 일

부차적, 평범한 일상의 일

폭력적

모성적

행위

살아 남은자의 강한 죄책감, 트라우마,
트라우마
역할

담론

역사화

트라우마

거리낌

중심적

주변적

지배적 담론

주변적 담론

항쟁 주체를 ‘우리’, ‘광주시민’ 전체로

항쟁에서 중도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규정하는 지배적인 담론

저항했던 핵심 세력은 오히려 침묵

남성주도 조직화

여성 배제

(적극적인 5월 유관 단체들)

구속자 및 유가족 중심 5월 운동
여성주의적 관점의 부재
항쟁의 분출과 지속을 가능하게 했던

남성중심적 관점

관점

절대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에서의 여성

항쟁의 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보기보다

의 역할, 항쟁의 생산을 가능하게 해주

는 계엄군을 직접적으로 물러나게 한

었던 재생산 활동(취사, 모금,기타 보급

차량돌진이나 총을 들고 직접 싸운 시

및 지원활동), 그리고 학살의 뒤처리(시

민군의 활동, 공식적인 투쟁위원회의

체 염하기)와 항쟁이 패배한 이후의 생

조직들에만 시선이 모아진다

존문제(구속자 뒷바라지, 모금 및 진실
알리기)는 남성중심적인 시각에서는 주
변적인 일로 간주

역사쓰기
(평가)

어느 누구도 역사 흐름에 소외되거나 왜
곡되지 않는 역사 쓰기

영웅중심 역사 쓰기

비고: 5･18을 여성주체의 관점에서 해석한 글을 중심으로 구성

그리고 여성에 대한 배제도 모든 여성들에게 동질적이지 않았다. 남성이 아니라 여
성들 사이에서라면 당연히 기억되었어야 할 원초적 사건의 피해자인 ‘5･18 성폭력 여
성’들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그녀들은 국가와, 특정 성으로서의 남성, 그리고 특정 성으
로서의 여성 모두에게 배제되고 5･18의 완전한 주변인으로 잊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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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어느 5･18 ‘성폭력’ 여성의 고립된 외침
광주는 고립된 것, 힘으로 짓밟힌 것, 훼손된 것, 훼손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의
다른 이름이다. 피폭이 끝나지 않았다. 광주가 수없이 되태어나 살해되었다(한강,
2014, 207).
새삼시럽다. 우리가 지금껏 말을 안 혔겄어. 전체 투쟁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우리
얘기만 내세우질 못한 거지(윤청자, 5월민주여성회 부회장, 한겨레신문, 2018).
“그렇게까지 했겠느냐”는 반대로 당시 공개 못해 (이지현, 전 5·18부상자동지회장,
한겨레신문, 2018).
먼저는 원초적 사건에서부터 우열 순위가 매겨졌다. 광주사태 치유책의 일환으로 광
주사태 관련 사상자 추가신고 기간에 ‘1980년 당시 여고1년생이 시위진압군에 끌려가
성폭행 당한 후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정신병원(1987년 3개월여 동안 나주 정신병
원에 입원)을 오가다 결국 산속 암자에서 은둔생활을 한다는 증언’이 보도되었다(동
아일보, 1988.6.20).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소문이 무성했고, 충분히 짐작
되고도 남을 뿐 아니라 실제 피해 여성들이라 짐작되는 피해자들도 많았지만 성폭력
피해 여성들도 가족들도 이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공개적인 증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1989년 2월 20일 전남 나주 남평 한 식당에서 5·18민중항쟁 부상자동지회 초대 회
장을 지낸 이지현(예명: 이세상, 65)씨가 여승이 된 ㅇ씨를 만나 5·18민주화운동 때
겪은 사연을 들었다. ㅇ씨는 ㄱ여고 1학년이었던 1980년 5월19일, 집으로 걸어 돌아
가다가 군인 5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 1989년 국회 5·18 광주청문회를 앞두고
ㅇ씨의 오빠가 증인으로 출석하려던 이씨9)를 찾아와 “청문회에서 동생의 사연을 공개
해 동생과 어머니의 한을 풀어달라”고 부탁하면서 ㅇ씨를 만나게 됐다. 이씨가 ㅇ씨에
게 “5·18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느냐”고 묻자, ㅇ씨는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다고 한
다. 옆에서 오빠가 “공수부대 여러 명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자, ㅇ씨는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끄덕했다. ㅇ씨 오빠는 이씨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동생이 미쳐버렸
9) 이씨의 청문회 증언: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45회 국회제30호, 1989-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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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절로 보내서 여승이 되었다”는 사연을 털어놓았다(한겨레,
2018.5.9).10)
그러나 이지현씨는 당시 청문회에 나가 이를 공개하지 못했다. “당시 5·18단체 관계
자들조차 ‘아무리 흉악한 놈들이라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겠느냐’며 내 말을 믿지 않
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 사실은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져서 5･18
성폭력을 ‘증거’하는 유일한 증언으로 ‘신문’기사에 자주 보도되었다(그러나 때론 성씨
도 다르고, 학년도 다르고, 경험도 조금씩 각색되면서).
ㅇ씨는 1995년 5·18 검찰 수사 때도, 검찰에서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이후 ㅇ씨는 다시 말문을 닫았다. 무방비한 상태
에서 극단적인 폭력에 노출되었던 ㅇ씨가 지워지지 않는 그 경험의 고통을 다시 재현
을 통해 겪으면서까지 토해내는 증언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증언은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공허하고 무의미해진다(조성희, 2018, 26).
ㅇ씨뿐만 아니라 광주 청문회에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던 한 여성은 가족들로부터
“가정주부가 살림이나 할 것이지 왜 나대느냐”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여성의 범죄 피
해 사실을 ‘집안의 수치’로 여기는 분위기에서 5･18에서 벌어진 성폭력 피해를 공개하
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었고, 어렵게 공개하면 그의 말의 신빙성(진실성)을 의심받거나,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당할 위험에 처했다. 그러므로 이들의 경험은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축소되고, 은폐되고, 자발적으로 침묵되었다. 이것이야말로 남성중심적·가부장적
사회의 이중 성규범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ㅇ씨의 이야기는 1991년 5월 여성연구회가 펴낸 광주민중항쟁과 여성, 2000년
‘5·18기념재단’이 5·18 생존자들을 직접 만나 기록한 구술 자료집에도 그 증언이 실려
있다. ‘항쟁 기간에 여성의 역할’을 발굴해서 복원하여 5･18기억 안에 ‘자리매김’하려는
노력 속에서 광주에서 다양한 계급, 경험, 주체의 여성과 5･18을 다루는 자료는 10년
주기로 세 번 나왔다. 그사이 5･18 성폭력 당사자들의 증언도 ‘추가’되었다. 그러나 그
것은 단지 개인적 경험의 고백으로 ‘기록’ 되었을 뿐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로 청중들
에게 발화되지 않았다. 피해사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조차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하
고 항상 뒤에 밀려나 있었다. 남성 뿐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도 그러한 여성들을 바라
보는 이중적 시선, 곧 냉담과 배제의 메카니즘이 작동했다.
10) “5·18때 군인들이 집단 성폭행한 여고생, 승려 됐다”, 한겨레(2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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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미투운동과 5･18 성폭력 피해의 만남
미투운동은 2017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미투운동은 가부장적 남성권력에 의
한 일상화된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여성들의 집단적 저항으로 나타났다. 특정분야의
여성들을 넘어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다양한 여성들이 동참하면서 미투운동은 더욱
빠르게 확산되었고 한국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현직검사, 시인, 연극인, 기자를 비
롯한 전문직 여성들이 전 영역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자신에게 가해진 폭력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여성들의 피해증언은 충격적이었고, ‘나도 그와 같은 일을 당했다’(“#MeToo”)
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2018년의 미투운동은 “나도 피해자다”를 선언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자를 고립시키지 않겠다는 #WithYou(당신과 함께한다) 해시태그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지지운동을 촉발했다. 미투운동이 가진 폭발력의 원동력은 여성들이 자
신의 경험에 대해서 자신의 관점에서 집단적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에 있다. 물론 과
거에도 수많은 말하기의 시도를 통해 여성들은 성폭력에 대해서, 성희롱의 피해에 대
해서 말해왔지만 2018년 지금처럼 높은 수준의 공감대가 여성들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시작한 적은 거의 없었다.
미투 운동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수사관들에 의해 자행된 성폭
력, ‘성고문’에 대한 피해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미투의 연장선에서 5･18 당시
계엄군이나 수사관에 의해 성폭행과 성고문을 당한 여성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김선옥씨는 미투 운동으로 용기를 내었다고 말했다. 이제 5･18 여성들은 다시 세상
을 향해 피해를 증언하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얼마 전에 여검사가 미투를 해서 38년 만에 나도 용기를 냈다”며 그동안 묻어뒀던
이야기를 담담히 털어놓았다. 김씨는 “몇 달 전 미투 폭로를 보면서 그 나쁜 놈을 죽이
고 싶었습니다”라며 멀리 하늘을 바라봤다.11)
이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동안 5･18민주화운동의 기억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Violence against Women), ‘성고문’ 피해는 지난 38년 동안 국가와 특정 성별에 의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가려져 왔다. 이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국가폭력과 남성의 성폭
력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국 근·현대사를 뒤 돌아 볼 때, 식민지-전
11) “고문뒤 석방 전날 성폭행”, 5월 항쟁 38년만의 미투, 한겨레(2018.5.8), http://www.hani.
co.kr/arti/society/area/843649.html#csidxf92337a19f638d7a43378016b99246c(검색
일. 201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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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군부독재 상황에서 여성들은 다른 피해와 더불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폭력
피해를 중첩적으로 겪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 사회의 성별위계가 이러한
여성들의 피해 경험을 은폐하고 ‘사적이며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왔음을 우리 여성들
은 지난 100년 동안 보아왔다. 한국 근·현대사 100년을 뒤 돌아 볼 때, 여성에 대한
국가 폭력이 은폐돼 온 과정은 광주 5･18, 제주4·3사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른바 ‘광주 미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미투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여성에게는
38년 전의 광주에서 이루고자 한 민주주의가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반증이
된다.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와중에도 혐오와 차별은 쉽게 정당화되고 있으며, 국가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비(非)남성 집단에 대한 폭력을 묵인하고 있다12)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2018.5･18). 과연, 국가가 말하는 시민이나 국민에 여성이 포
함되는 것이기는 한 것인지? 젠더에 기반한 성폭력의 압도적 동질성은 가해자가 남성
이라는 것, 남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법 담론의 틀 안에서는 ‘성 범죄’의 피해를 제
대로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투운동과 그 연장선에서 발화되고 있는 5･18 성폭력 피해여성의 증언은
지금 우리에게 아직 극복하지 못한 5･18의 과제가 무엇인지, 그것이 있다면 누가, 어
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곱씹어 생각하게 한다.
왜냐하면 5･18, 그 역사의 현장에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있었다. 그런데 특정 성이
겪었던 특정한 경험이 발화되고,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으로 인지되지 못했거나 아직도
인지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38년 전 5･18에서 이루고자 했던 ‘민주주의’는 아직도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성에 대한 국가폭력이 은폐돼 온 과정은, 광주 5･18, 제주4·3사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당사자 발화’라는 점에서 미투운
동의 한국판 시작이었다고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운동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12) http://yleft.kr/wp/?p=4517(청년정치공동체 너머, 201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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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5･18 성폭력·성고문 피해여성들의 증언13)
성명

신분

사건발생

피해 내용

일시

가해자

가족의 피해/ 후유증

전남 도청에서 학생수습위
원으로 활동.
5월 27일 새벽 3시 전남도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

청을 빠져 나옴.

도하기도 했다. 김씨의 엄

7월 3일 계엄사령부 합동

마는 충격을 받은 뒤 급성

수사본부( 옛 상무대 영창)
연행, 고문.

간암으로 세상을 떴고, 초
1980.7.3

수사관15)

등학교 교사였던 아버지도
교직에서 쫓겨났다. “가까

“가니까 ‘여자 대빵 데리고

운 사람들을 모두 잃어버

왔구먼.

리고 아무도 만날 수가 없

얼굴이

반반하네.

데모 안 하게 생긴 년이. 너
김선옥14)

대학생

게 된 거예요.”

이년, 인자 무기징역이다’라
고 하더라고요.”
9월 4일 석방 직전 수사관
에 의해 인근 여관으로 끌
려가 성폭행을 당함.
“그 전에 죽도록 두들겨
맞았던 일보다도 내가 저항
하지 못하고 당했다는 사실

1980.

기소유예로 석방(9월 5일)

9.4

때문에 지금까지 비참했어
요. 자존심과 말할 수 없는
수치감…”
계엄군에게끌려가성폭행피
해를입었고가정주부가같은
장소에서피해를당하는 것을
한 기 순

고등

목격했다고 진술. 현재 정신

(가)

학생

질환으로 투병 중.
“당시 나만 있었던 것이 아
니고 함께 있던 가정주부도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

이 ㅇㅇ

고등
학생

“(광주시) 유동에선가 어디
서 잡혔는디, 학교에서 집으
로 귀가 도중 공수 부대원

1980.
5.1916)

계엄군

1989년 2월 20일 전남 나

(5명집단

주 남평 한 식당에서 여승

성폭행)

이 된 ㅇ씨를 만남.17)

13) 김영필(2018), “5･18과 성폭력, 그리고 진상규명, 5･18과 여성성 폭력: 긴급현안 세
미나), 국회의원회관. 발표 글에 수록된 표를 참조하여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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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끌려가 다른 여성
2~3명과 함께 군인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

성폭행당한 직후부터 이상

언(ㅇ씨 등 여성 3~4명이

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 학

집단 성폭행을 당한 지점은

교에도 나가지 못했다. ㅇ

광주시 남구 백운동 인근

씨 가족들은 3~4년이 지

야산으로 추정).

난 뒤에야 ㅇ씨가 이상 증

1995년 5·18 검찰 수사 때

세를 보이는 것이 5·18 때

검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
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사
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이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가족들에 의해 불임수술까
지 받았던 ㅇ씨는 두 차례

후 여동생은 말문을 닫았다.
방송에서 찾아와서 인터뷰
하자고 해도 “아무 소용 없

나 자살을 기도했다.

다”며 모두 거절했다.
오빠를 찾으러 나섰다가 실종 며
오 정 순

고등

(가)

학생

칠 후 심한 상처를 입고 고향집
앞에 쓰러져 있었음. 이후 정신
과 치료 도중 분신 자살.

1980.
5.19

‘성폭행 사실 여부’ 확인 필요.
오정순과 같은 학교 재학중 군
권 선 주

고등

복을 입은 군인에 의해 산속으

1980.

(가)

학생

로 끌려갔다 온 후, 지금까지

5.19

조현병을 앓고 있음.
권선주가 다니던 근처 학교에
재학 중 실종 되었다 온 몸에
최 혜 선

고등

상처를 입고 길에 쓰러져 있

1980.

(가)

학생

다가 자취집 주인에 의해 병

5.19

원으로 이송되었고 현재 정신
질환을 앓고 있음.
1980년대 중반 즈음에 부
상자 동지회를 찾아와 광주
무명

MBC 건물 옆에 있는 가불
탕에서 군인에게 성폭행을

1980.
5.

당했다고 함.
ㄱ씨

광주 동구학동 학동다리근
염아무개

가족들은 모두 취재를 완

집단성폭행 당한 후 자살

처 언니랑 귀가하다가 계엄
군에게 끌려가 성폭행 당함.

강히 거부
1980.

1996년 검찰조사 당시 언

5.20

론보도 우려 서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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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옥 순
(가)

계엄분소가 설치된 상무대로
끌려가 당한 고문의 후유증
으로 석녀가 됐다

1980.

군

5.27

수사관

1980.

전춘심

성적 수치심과 고문

차명숙

고문수사행위 고발(혁시갑)

5.27이후
1980.
5.27이후

교도소
보안대, 광
주교도서

자해
회피, 잠적, 망각

비고: 1. 5월 광주에서 여성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는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못한 부분이 너무도 많다. 2. 현재 5･18 전체 유공자 중 여성이 5.2%인 300
여명 정도이므로 전수 조사를 해서라도 성폭력 피해자를 찾아내어 본인은 물
론 가족의 고통까지도 치유될 수 있도록 국가와 시민 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
다(임태경, 2018, 28).

1. 1991년 ‘군 위안부’ 김학순 할머니의 발화-공론화-인지의 힘
1991년 일본군 위안부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이 시작되고, 1993년 첫 번째 증언
집이 출간된 이래 끊임없이 민족주의 진영과 페미니스트 진영 사이에 팽팽한 갈등이
14) “얼마 전에 여검사가 미투를 해서 38년 만에 나도 용기를 냈다”며 그동안 묻어뒀던 이
야기를 담담히 털어놓았다. 김씨는 “몇 달 전 미투 폭로를 보면서 그 나쁜 놈을 죽이고
싶었습니다”라며 멀리 하늘을 바라봤다. “5월 그날의 진실”, 한겨레(2018.5.28),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3649.html#csidxf92337a19f638d7a433780
16b99246c(검색일: 2018.8.20).
15) 여성에 대한 국가폭력 책임자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5·18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가 입수한 당시 합동수사본부 직제
표를 보면, 합수본부는 단장·국장·부국장 밑에 조정통제과, 수사1·2·3과, 특명반, 대공과 등
의 6개 과에 66명이 근무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3982.
html#csidxb2356d260dba2f1971537533e8bb389(검색일: 2018.8.20).
16) 11공수특전여단이 광주에 증파된 날
17) 1989년 국회 5·18 광주청문회를 앞두고 ㅇ씨의 오빠가 증인으로 출석하려던 이씨(이
지현(예명: 이세상, 65) 찾아와 “청문회에서 동생의 사연을 공개해 동생과 어머니의 한
을 풀어달라”고 부탁하면서 ㅇ씨를 만나게 됐다. ㅇ씨의 이야기는 1991년 5월 여성연
구회가 펴낸 광주민중항쟁과 여성이라는 책에도 실려 있다. 1987년 3개월여 동안 나
주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광주사태 관련자 부상 정도 판정위원회’의 추천으로
진료를 받기도 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43817.html#csidx
bd55eee599e91f48c7a5f08ab27f410(검색일: 201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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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되었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식민지 청산문제를 두고 새로운 갈등이 재현되었다(양
현아, 2001, 157). ‘군 위안부’를 기억하는 일의 위험성과 피해 당사자 할머니들의 충
격적인 고통을 드러냄으로써 예상되는 제2차, 3차 피해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듣고 채록하여 10여 년간의 증언채록활동의 결정체로 2001년 5집
까지 나온 위안부 할머니의 증언집은 ‘군 위안부 경험’을 통해 ‘국가폭력’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일본으로부터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까지 나
아갔다. 20년간 지속된 매주 수요일 시위는 증언자와 증언채록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청중들의 공감과 연대라는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들의 증언
은 역사적 사실성과 경험적 진실성을 획득하는데 그치지 않고 과거의 고통과 현재의
증언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언자 할머니들의 고통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할머니들
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죄인이 아니라 역사적인 성폭력과 국가폭력의 피해자라는 새
로운 정체성을 구축함으로써 이것이 특정 ‘역사와 구조’에 놓인 특정의 성 즉 젠더 주
체를 재구성하는 토대가 되며 과거의 폭력적 경험을 미래에는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
록 인권투쟁에 참여하게 만드는 동인이 될 수 있었다. 할머니들이 곧 과거와 미래를
잇는 현재의 살아 있는 역사가 된 것이다(김성례, 2012, 36).

<표4> 5･18 성폭력 피해와 일본군 위안부 비교
구분
피해기간

피해자

가해자

5･18 성폭력 피해여성

일본군 위안부

단기: 1980년 5월에서 81년 12월

1930년대∼1945년

장기: 5월 운동(후유증 지속)

후유증 지속

5･18 여성

한국여성

대부분 생존(50-60대 추정)

대부분 사망

일부 사망

일부생존(80-90대 고령)

공권력(계엄군, 보안사 수사관), 경찰

일본군인

성고문(시위자, 연행자),
피해형태

강간(일반여성),

성노예(위안부)

신체 훼손(시위자 등)

장기적, 지속적 피해

단발성 피해
실명 증언 2건

피해 후 46년만인 1991년 김학순

향후 피해자 증언 가능성 있음

할머니 증언

가해증언

아직 없음

일본군 증언 있음

사회적

극히 미미

여성단체 등 대대적 관심

피해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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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구체적
증거

5･18 여성연대 필요

소녀상, 기림비 등 상징물

피해자 증언

피해자 및 가해자 증언

군 내부문서 확인가능

일본의 공문서 등

출처: 김영필, “5･18과 여성 성폭력 그리고 진상규명”,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
회발족 긴급현안 세미나 자료집 11쪽에서 인용하여 수정·보완하여 재구성

2. 2018년 5 18 성폭력·성고문 피해 여성들의 발화-공론화-인지의 힘
자신의 실명을 내걸고 미투운동에 동참한 5･18 성폭력 피해자들이 38년의 두려움
을 딛고 지금껏 내지 못한 목소리로 폭로한 것은 5･18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젠더에 기반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죽음과 외침을 외면하고, 귀를
닫은 채 그토록 오랫동안 방관해 왔다는 끔찍한 진실이다. 따라서 미투운동이 피해 여
성의 말할 권리를 빼앗은 구시대에 종말을 고하고(신상숙, 2018, 294), 새로운 ‘동등
한 젠더’시대를 열기 위한 여성들의 저항이라면(and 저항이 되려면) 이것이야말로 5･
18민주주의를 ‘젠더’로 확장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5･18 기억 투쟁에서 퇴진했던 여성
들을 다시 민주주의를 향한 ‘저항’의 주체로 복원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서 광주의 5･18 여성들이 지난 38년 동안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5･18을 바라보기’,
‘5･18 드러내기’, ‘5･18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5･18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했다
면 지금이야 말로 5･18 성폭력 여성들과 함께 미투운동에 ‘응답할 때’이며 ‘행동할 때’
인 것이다.18)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5･18은 여성의 눈으로 볼 때 양면적이었다. 5･18 중에는 여성
도 중요한 일에 참여했지만, 5･18 이후 더 이상 ‘여성’이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
즉시 여성들은 배제19)되었다. 그래서 5･18은 남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마무리되었다.

18) 5･18을 둘러싼 기억투쟁에서 젠더 남성들은 우리가 ‘5월 단체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
도록 역사를 구성했다. 초월적 순수성의 시공간인 ‘절대공동체’(최정운)는 어디로 갔을
까?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5･18’을 복원할 젠더 여성들은 젠더 남성들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모두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다르지 않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점에서는 남성과 다르다. 그
런 점에서 남성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19) 근대 서양의 역사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프랑스 대혁명이 낳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
언’이 ‘여성’포함하지 않음에 대항하여 ‘여성과 시민의 권리선언’(1791)을 발표했던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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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남성들 사이에서 가장 확실한 주도권과 발언권은 갖은 것은 직접적 ‘피해 당사자’
집단이었다. 반면에 절대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거리로 나왔던 여성들이 가야 할 자리는
가족이었다(헌트, 2000). 그리고 직접적 ‘피해 당사자’였으나 ‘여성’인 ‘성폭행 피해자’
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랬던 것처럼 돌아 갈 ‘가족’조차 없었다. 5･18은 ‘전쟁이었
다’라고 기억하는 여성들은, 그 전쟁에서 희생된 피해 여성들은, 여전히 가부장적 사회
에서 이중의 억압을 받았다. 그들의 경험은 말해질 수 없었으며, 그것은 더럽혀진 몸이
라는 순결이데올로기가 강요한 결과였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우리는 5･18 피해당사
자의 ‘여성부재’현상을 젠더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 어떻게?
한국사회에서 미투운동은 성별관계의 의미심장한 기저의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신진욱, 2018). 물론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반격과 비난이 거세게 존재하지만 미투를
고백한 피해자들에 대한 여론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
센터의 조사(2018년 2월)20)에 의하면 응답자의 88.6%는 미투, 위드유 운동을 지지한
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74.4%는 해당 운동에 동참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미투’운동을
통해 자신의 성폭력피해 사실을 밝히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73.1%가 ‘용기 있는 행동을 격려해주고 싶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권력관계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처벌 강화’(36.5%)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일반적으로 범죄라는 인식을 담은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보
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과정에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부장적 권력구조를 바꾸기
위한 ‘여성’들의 연대이다. 여기서 여성이란, 기존의 성별체계 속에서의 성 정체성을 갖
는 존재로서, 이 존재가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는 모든 체제, 법,
제도적 장치의 역사적 구성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존재다. 즉 그 사회 속에서 규정한
여성이라는 범주로 이해하는 개념이다(이수안, 2010, 28-29). ‘여성이라는 공통의 정
체성’연대를 통해 성별(젠더) 구조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미투운동의
동력이 가부장적 사회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 그러한 변화로 이어져야 할 당위성과
변화를 이끌어 갈 주체성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요구된다.
미투운동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사실은 여성이 남성과 다른 몸을 통해 ‘인식’
하는 폭이 다를 수 있고, 여성들의 윤리가 머리로 습득된 윤리가 아니고 감성이 우러
나는 가슴과 자궁 등의 기관을 포함한 몸으로 경험되는 윤리라는 점이다. 한국사회에
랭프 드 구쥬는 자신의 성적 지위를 망각한 여성이라는 비난과 함께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박의경, 2009).
20) “미투 지지한다 88.6%”, 중앙일보(2018.2.27), https://news.joins.com/article/2240
2059(검색일: 201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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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한 가부장제와 더불어 순결이데올로기로 인한 문화적, 심리적 압박은 사회적·역사
적 매 순간마다 여성들로 하여금 성폭력이라는 실제적인 추방경험에 더하여 2차, 3차
로 이어지는 공동체로부터의 재 추방을 경험하게 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들이 영원히 침묵한 것은 아니었다. 일본군 성 노
예로서의 치욕스러운 경험을 ‘여성’의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함으로써, 망각과 은폐의
시간에서 벗어나 우리사회가 그들의 고통과 기억에 연대하는 집합적 기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심영의, 2018, 85). ‘그와 같이’ 미투 운동을 통해 증언된 여성의 목소리(말
하기)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남성의 경험과 남성의 몸을 중심으로 한 가부장적 법
담론의 틀 안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문제화된 고통을 언어화하고 그 고통의 의미
를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지하도록 우리는 이 사회를 변화시켜가야 한다.

Ⅴ. 나가는 말
미투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시작된 5･18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단지 폭로와
고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5･18여성 연대를 통해 우리 사회에 너무나 깊이 파고들어
용인되고 은폐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저항이자,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이 해방되
는 5･18 기획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5･18여성들은 지난 38년 동안 여성을 민주화를
개척하는 남성의 수동적 동반자 정도로 여기는 것을 거부하고 ‘역사를 같이 개척한’ 주
체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해 왔고, 비주체적 여성담론에 대한 저항을 전개해 왔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38년의 트라우마를 너머서 지금껏 내지 못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
성들을 통해 폭로된 것은 5･18이 젠더에 기반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죽음과 외침을
외면하고, 귀를 닫은 채 그토록 오랫동안 방관해 왔다는 불편한 진실이다. 아직도 5·18
특별법엔 계엄군 등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은 조사 범위에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다.
5·18특별법(제3조 제1호)엔 진상규명의 범위로 △민간인 학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암매장 사건 및 그밖의 중
대한 인권침해 사건 및 조작의혹 사건으로 돼 있다. 5·18특별법 제정 당시엔 이 문제
가 전혀 공론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랴부랴 정치권에서 최경환(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진상규명 범위에 5·18 성폭력 사건을 명시하고, 진상조사에 젠더감수성을 강화하
는 등 5·18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도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실정
이다.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명시하든 안하든 5·18민주화운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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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진상규명과정에서 여성 인권침해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고, 제대로 규명
되지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여성에 대한 무자비한 국가폭력이 다수 발생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특정 성’의 희생자들이 그러한 사실조차 말하지 못한 채 통한의 세월을
지내왔다는 사실은 성폭력 범죄가 갖는 이중적 질곡의 사회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이다. 그러므로 5･18여성들로 이어지는 미투운동은 성폭력 범죄의 형사적 처벌과 보
상, 피해자의 보호라는 프레임을 넘어서 실질적 성평등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신상숙,
2018,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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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논평

“인간과 사회변혁: 5･18민주화와 저항하는 여성”에 대한 논평

김

수

정

(요한 바오로 2세 혼인과 가정대학원)

2017년 장훈 감독, 배우 송광호 주연의 영화 택시운전사가 관객수 1200만
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면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린 적이 있었다. 이 영
화는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의 광주 취재를 다룬 작품이다. 여기서 이 놀
라운 관객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우리 최근세사에 있어서 광주의 의미
는 자못 크다. 사실 우리는 한때 ‘광주’라는 말조차 금기어가 될 정도로 힘든
세월을 지내왔다. 그만큼 어렵고 쓰라린 사건이며 오늘날까지 광주는 살아있는
사건이다.
1980년 광주에 대해서는 정권의 지향에 따라 부침이 없지 않았으나 다양한 각도에
서 조망되었다. 더구나 가해자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또한 그 시절을 겪어낸 이들이 아
직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체적인 사실규명이나 국내외적인 정치 역학의 측
면이 중심을 이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모든 것이 실체적으
로 밝혀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 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오유석 교수님
의 발제는 또 다른 맥락에서 1980년 광주를 해석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오유석 교수님은 발제문을 통해 5･18의 일반적인 담론에서 배제되었던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진상을 밝히며 그것이 광주항쟁의 진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현대사 전반에 걸
쳐 역사적 진실에 다가가는 필연적인 작업임을 피력하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
발제는 먼저 5･18과 관련된 여성 성폭력의 문제를 광주항쟁을 넘어 군위안부 문제
로부터 오늘의 미투 운동에 이르기까지 긴 연장선 위에 놓는다. 그러면서 여성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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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해자가 직접적 가해자인 남성에 국한되지 않음을 밝힌다. 많은 피해 여성들이 국
가 폭력과 남성 폭력으로부터, 게다가 남성 중심의 위계질서 안에서 소극적인 가족과
사회 일반 그리고 심지어는 그러한 의식과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여성들 스스로로부터
이중 삼중으로 고초를 겪었으며, 역사에서 배제되고 고립되어 아직까지 2차, 3차의 피
해를 당하고 있음을 증언과 자료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성폭력은 결국 전인격적으
로 여성의 인간성 자체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굳게 자리 잡고 있는 인간성 파괴의 시도들과 직결시킬 수 있다. 결국 폭력으로부터의
여성 해방 그리고 여성의 인권 증진 더 나아가서는 인간성 회복이라는 보편적 진리에
대한 노력의 선행 없이는 어떠한 역사적 사건도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충분히 드러낼
수 없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며, 5･18을 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보편적인 진리’를 향
한 현재 진행형의 투쟁으로 부활시키고 있다.
다음으로는 바로 이 현재 진행형의 투쟁 안으로 들어가, 여성 그 자신과 그들의 능
력, 여성적 역할과 활동에 대한 폄하, 착취 그리고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전반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피해자들의 경험적 진실을 발화하고 공론화하는 전 과정을 저항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사회변화의 동력으로 설명한다. 이제서야 발화되기 시작한 여성 성폭
력의 문제는 분명 5･18항쟁 속에도 그들을 통합하는 연대만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균
열을 일으키고 배제하고 고립시키는 요소가 서로 뒤얽혀 있었음을 증명한다. 대의명분
아래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집단 이익의 논리에 희생되었을 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이는 이 시대의 지배적인 역사관에 대해 자문하게 하며, 남성 중심, 가시적 투쟁 중심,
사망자 중심에서 그 조각들을 잇고 있는 나머지 다른 기억의 조각들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한다.
특히 광주의 기억에서 주변으로 내몰리고 잊혀졌던 성폭력피해 여성들을 그들의 용기
와 함께 ‘피해자로서의 정체성’을 넘어 5･18의 ‘동등한 주체’로 복원시키는 작업은 기존
역사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다. 또한 피해자의 정체성을 항쟁의 주역으로 끌어올리는
이 역사 사회관은 가톨릭 교회의 십자가의 신비와 맞닿아 있다. ‘패자가 곧 승자이다’1)
라는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의 말처럼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의 패배를 수락하며 동시
에 그것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며 부활하였다. 이 십자가의 신비 안에서 패자는 승자 곧
강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억압과 박해를 받아들이고 그
것의 새로운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고 저항의 방법을 선택한다.

1) H.U. von Balthasar, L’azione, vol 4 di Teodrammatica, Jaca Book, Milano 1986,
437-4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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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발제문과는 달리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저항의 대상에 대한구분을 시도해 보았
다. 여성 성폭력이라는 사건 안에 내재된 의미가 사회 환경적 요소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 없이 늘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졌기
때문이다. 38년이 지난 지금도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고통은 가시지 않았고 오히려 더
고되다. 가해 남성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도는 다르지만 공범일 수밖에 없는 기
존 사회의 통념이 그들을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았고, 무엇보다도 고통의 출발점에서
함께 했던 그 역사적 사건의 공동체로부터 배제되고 잊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
은 5･18 여성 성폭력의 문제가 여성 대 남성폭력의 단순 구조가 아닌 피해 여성들을
포함한 광주항쟁공동체 대 국가폭력이라는 이중 구조로도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
시한다.
5월 광주에서 자행된 성폭력의 행태는 여성을 향한 남성의 폭력 양상을 벗어나 광주
시민사회와 그들의 정신까지 붕괴하고자 하는 권력의 민낯이었다. 발제문에서도 언급
된 것처럼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전의를 꺾기 위한 과시적 폭력으로 어쩌면 권력의 속
내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계엄군들과 수사관들은 국가폭력의 대변
자였다. 1980년 항쟁 당시 여성들의 성폭력 참상은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개인적이지
않았다. 총칼에 쓰러져가는 한 광주시민의 모습이 죽음의 공포를 견뎌내는 항쟁 구성
원들의 타자를 향한 자기 증여의 결의를 굳게 하는 동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듯이,
여자이기 때문에 더 고통 받고 있었던 성폭력 피해자들 앞에서 광주시민의 연대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 모두가 내 가족이요 내 이웃이었
기 때문이다. 1980년 광주를 비롯한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의 여성 성폭력의 문제가
여성연대나 시민연대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역사적 상황에 근거한 공동체와의 연대도
함께 필요로 함을 시사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질문해 본다.
5･18의 주동자들이 내세운 권력의 논리는 파괴적이었다.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분열
을 조장하고 생명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했다. 어떤 형태로든 분열과 파괴가 거듭되
는 한, 비록 총칼을 든 가시적 적들은 사라졌어도, 광주항쟁은 끝났어도 끝난 것이 아
니다. 한나 아렌트의 표현처럼 악은 평범함 속에 있다.2) 사유의 결핍이 전체주의를 낳
은 것처럼, 인간으로서 생각하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5･18
주동자들의 또 다른 후손들과 싸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5･18 여성
성폭력의 문제 또한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 그 안에 함축된 의미를 광주항쟁의 진실 안

2) Hannah Arendt, La banalità del male: Eichmann a Gerusalemme, trad. ital. di P.
Bernardini, Milano,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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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5･18 여성 성폭력의 문제가 여성들만의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제, 발제문의 일부분을 다시 불러와 좀 더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미투
운동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중요한 사실은) 여성이 남성과 다른 몸을 통해 ‘인식’하는
폭이 다를 수 있고, 여성들의 윤리가 머리로 습득된 윤리가 아니고 감성이 우러나는
가슴과 자궁 등의 기관을 포함한 몸으로 경험되는 윤리라는 점이다”(82쪽 참조).
여성의 권리와 역할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승인은 타자나 제3자의 외부작용만으로는
성취되지 않는다. 용기를 내어주신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그러한 것처럼 폭력에 대한
거부만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서 주체적일 수 있도록 여성들 스스로 역사 안에서 고
유한 사명에 대한 자의식으로 성숙할 필요가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위에 옮겨온
발제문의 일부를 좀 더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가톨릭 신
학의 관점, 특별히 여성의 ‘천성’과 연관시켜 살펴보겠다.
여성 성폭력의 문제는 여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
이며, 게다가 여성의 인권과 존엄은 인류가 끊임없이 반성하는 주제이다. 1988년 8월
15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에 의해 발표된 여성의 존엄과 소명에 관한 교서 여성의
존엄 30항에서 폴란드 출신 교황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여성
들에게 속한 이 ‘천성’이 드러나기를 고대한다. 이 ‘천성’은 온갖 환경 안에서 사람들에
대한 감수성을 보증할 수 있다.”3) 이런 의미에서 하느님께서는 여자의 영적 도덕적 힘
에,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남자와 인류의 운명을 위탁하신다.4) 여성의 ‘천성’에는 다
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1980년 광주와 관련하여 ‘기억’과 ‘약속’의 두
가지 차원에서 간단히 살펴보겠다.

1. 여성에게만 부여된 이 ‘천성’의 중대함을 직감한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는 그의
저서 믿을 만한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세상에 있는 사랑의 힘
이 과학이나 기술 혹은 인공뇌연구 등의 힘에 의해 질식한다면, 여자들과 아이들은 세
상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며, 가난과 겸손을 덕으로 삼는 사랑은 더 이상 존중 받지 못
할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자본과 권력의 이해타산에 따라 움직이고, 비효율적이며 보
상 없고 불필요한 것들은 멸시 받고 핍박 받고 잊혀지는 세상이 될 것이다: 심지어 기
술의 가면을 예술에도 덧씌워 그 본연의 기능을 잃게 할 것이다.”5) 결국, 스위스의 신
3) 요한 바오로 2세, 여성의 존엄 30항.
4) 같은 책 참조.
5) H.U. von Balthasar, Solo l’amore è credibile, trad. ital. di M. Rettori, Borla, Roma

- 90 -

학자가 우려하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없는 세상에서는 피조물의 성사적 성격도 사라지
고, 사랑의 힘은 생산의 효율성과 권력의 축적이라는 미명 아래 기술적 지배 계획에
굴복할 것이다. 우리는 발타사르로부터 제기된 이와 같은 여성에 대한 담론을 인류의
운명 그 자체에 대한 깊은 고뇌이며 역설로 읽을 수 있다.
우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단언할 수 있다. 이 권력의 세계는 바로 1980년 5월,
이곳 광주에서도 상상치 못할 모습으로 그것의 잔인한 민낯을 드러냈다. 억압적인 힘
으로 광주시민들의 생명을 빼앗으며 가족과 이웃들의 삶을 파괴했고, 폭도로 내몰며
그들의 명예를 더럽혔고, 심지어는 희생자들의 얼굴과 이름마저 지워버리려 했다.
그들이 내세운 권력의 논리는 파괴적이었다. 생명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했다. 그러
나 얼만 동안은 그들의 논리가 지속되었다. 거듭되는 핍박 속에서 잊음을 강요당하였
다. 그러한 세월을 기억을 간직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살아남은 광주 여
성들의 기억은 죽음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었다. 곧 다시 살리는 것이었다. 광주의 여성
들은 빼앗기고 파괴된 그 모든 것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다시 살리고 있었다. 가슴으
로 끌어안으며 그 기억들 안에 빼앗기고 파괴된 것들을 생생하게 되살려 내고 있었다.
고통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컸기에 그들은 기억을 놓을 수가 없었고, 기억을 붙잡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었지만 광주의 여성들은 기억을 놓을 수가 없다. 기억을 놓는 순간
1980년 광주를 피눈물바다로 만들었던 그 권력에 다시금 굴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광주의 여성들은 처참한 고통 속에서 희생자들의 곁에 머무는 방법을 알았다. 그들
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을 알았다. 비극의 참상을 가슴 안으로 끌어들이는 순
간 여성들은 스스로를 넘고 가족과 사회의 경계를 초월하여 기억 속 영혼들의 어머니
가 되고 누이가 되었다. 그러므로 광주의 여성들은 희생자의 어머니이요, 딸이고, 자매
이며 벗이자 동지이고 아내였다. 이 점에서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광주 여성들의
가슴 속에서 아버지요 아들이요 형제이자 벗이고 동지이며 남편으로 기억된다. 지옥과
도 같은 항쟁의 불구덩이 속에서 쓰러져간 희생자들은, 이름도 얼굴도 없이, 무자비한
총칼 앞에서는, 무엇으로든 대체될 수 있는 그저 한낱 숫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여자들
에게 그들은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애정과 연대의 관계로 기억된다. 바로 이 관계가
희생자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일 수 있는 그들의 정체성을 보장한다. 그리고 그렇게 그
들은 광주 여자들의 가슴 속에서 계속 살아 있다.
기억은 악이(그것이 구조적인 것이든 인간 내면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을 파괴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권력의 폭력은 생명을 빼앗아 갈 수는 있어도 여성

1982,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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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기억 안에서 희생자들의 얼굴이나 이름 그리고 그들의 삶마저 지울 수는 없다.
여성들의 가슴 속에서 그 얼굴들이 그 이름들이 살아 화려한 부활의 삶을 잉태하고 있
기 때문이다. 그렇게 광주의 기억은 여성들 안에서 생명을 빼앗긴 고통에 더하여 새로
운 생명을 출산하는 산고까지 견뎌내며 광주 여성들의 영적 모성에 살과 뼈를 덧붙인
다. 기억은 이름도 얼굴도 없는 권력의 폭력과 거짓에 대항하는 광주 여성들의 첫 번
째 승리이다. 그러므로 기억은 광주 여성들의 첫 번째 과제이기도 하다. 이것이 여성의
‘천성’의 첫 번째 차원이다.
창세기의 기록처럼,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뱀의 후손과 인류의 후손 사이에는 서로
를 파멸시키려는 투쟁이 한 여인의 마음 안에서 필사적으로 시작되었다(창세 3,15 참
조). 그리고 이 여인의 투쟁은 요한 묵시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요한 묵시록의 여인
은 아기를 배고 있었고,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다(묵시 12,2 참조).
여인은 새 생명을 출산하고 지키기 위해 용의 머리를 짓누르며 싸워야만 했다. 뱀의
후손과 맞서는 창세기의 여인처럼, 지옥의 용에 대항하는 요한 묵시록의 여인처럼, 광
주의 여성들도 얼굴 없는 권력의 폭력으로부터 가족과 이웃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그리고 광주의 여성들은 그녀들의 가슴에, 그녀들의 영적 자궁에 광주를 기억하
며 아직도 투쟁 중이다.

2. 원죄 이후 하와는 이런 말씀을 듣는다: “고통 속에서 자식을 낳으리라”(창세
3,16). 교회 안의 일부 신학적 해석은 이 구절을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고통, 곧
출산의 고통을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에 대한 형벌로 해석해 왔다. 그러나 그것뿐일
까? 그렇지 않다. 모성의 유대감은 고통을 통해서 더욱 끈끈해지며, 생명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한 대항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진정 고통 속에서 자식을 낳으리라”라는 구
절은 새로 탄생할 한 생명으로 인해 해산의 진통이 없을 수 없으며 또한 허무할 수 없
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 점에서 새 생명으로 도래할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에 기억의 투쟁 역시 희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한다(로마 8,22 참조).
권력의 용에 대항하여 싸우는 요한 묵시록의 여인 역시 새로운 인류를 출산하기 위해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는 여인이다(묵시 12,2 참조).
위안부 여성들이 그렇듯이 광주 여성들의 기억도 생명력을 잃은 채 과거에 갇혀 있
지 않았다. 광주의 기억은 괴로움과 고통을 동반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출발에 대한 약
속을 함축하고 있다. 새로운 약속은 이름도 얼굴도 없는 권력의 폭력과 거짓에 대항하
는 광주 여성들의 두 번째 승리이다. 그러므로 약속은 광주 여성들의 두 번째 과제이
기도 하다. 이것이 여성의 ‘천성’의 두 번째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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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약속 덕분에 여성들은 광주의 기억과 고통을 기꺼이 가슴
에 품고 지켜내었다. 광주의 여성들은 새 생명을 출산하듯이 새로운 약속과 함께 미래
를 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광주의 여성들은 고되고 고통스러운 새로운 출
산의 주역인 되었다. 기억은 과거에 멈춰 있지 않고 약속으로 거듭나기 때문이다. 새로
운 약속을 보장할 수 없다면 기억은 불임일 것이다. 문제는 새로운 약속이 눈에 분명
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
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6)이라는 성 토마스의 성체찬미가 구절처럼 그 희망의
존재를 믿었고, 그 믿음이 그들이 인고의 세월을 겪어낸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
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인류를 위한 구원이 되듯이, 광주의 기억은 우리 모두를 위
한 정의롭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약속이다.
여기서 잠시 한 중세 이탈리아의 성녀, 시에나의 카타리나의 증언을 기억하고자 한
다. 성녀는 성직자의 권력 남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며. 세속 권력으로 퇴폐한 교
황을 꾸짖고 그의 의무를 상기시켜 주었다. 삼십대의 젊은 동정녀는 교수대에 이르기
까지 사형수들은 보살피고 동행했다. 그들 중 한명인 니콜로 디 톨도(Nicolò di Toldo)
의 교수대에서 잘려진 머리를 가슴과 무릎 사이로 끌어안으며 카타리나는 이렇게 말한
다: “기억이 피로 가득찼다.”7) 믿음으로 무장된 동정녀의 가슴 안에서 젊은 사형수의
피는 수난 받는 그리스도의 기억에 일치한다. 권력의 희생자 중 가장 위대한 인물인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형 선고를 사랑의 희생으로 바꾸었기에 모든 희생자들을 위한
희망이 되었다.
광주 여성들의 기억이 어떻게 피로 물들었고, 어떻게 피로 가득 찼는지 우리는 더
물어볼 염치조차 없다. 누가 나의 어머니요 누가 나의 형제들인가?(마태 12,48).
권력의 폭력에 맞서 시민공동체를 방어하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과 삶을 온전히 받친
광주의 투사들과 순교자들은 추상적인 이념을 위해 싸우는 익명의 개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애정과 연대의 유대로 묶인 누군가의 가족이었고 이웃이었다. 최전선에서 무장
투쟁을 하였건 후방에서 지지를 하였건, 하나가 없이는 다른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 공
동의 적에 대항하여 공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전우이며 이웃이고 가족이었다.
동일한 자유, 동일한 책임, 동일한 헌신은 서로 다른 역할에 생기를 불어 넣는다. 악의
후손에 맞서 아무도 고립 된 개인 또는 익명의 집단으로 싸우지 않는다. 항쟁에 참여
한 모든 사람들은 각자에게 투쟁의 이유를 제공하는 그 관계들에 치열하게 얽혀 광주
시민으로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로서 싸웠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그
6) San Tommaso d’Aquino, Adoro te devote, 1264 참조.
7) Santa Caterina da Siena, Epistole, t. III, lettera 108 a fra’ Tommaso della Fo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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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18광주항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것이 여성의
‘천성’이 더 절실히 요청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미래의 주역인 여자들에게 기억과 약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억의 값진
대가로 굳건해진 약속을 구현할 수 있는 지속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행동들
을 뒷받침해줄 실천이성이 필요하다.
생명의 신비를 체화하고 내면화한 여성들의 기억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며,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것이
다. 사람을 권력 위에 놓을 줄 알고, 사람이 다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자들의 기억이 존재하는 한 뱀의 후손도, 지옥의 용도, 얼굴 없는 그 어떤
권력도 광주의 여성들을 이길 수는 없다. 한 국가의 비극 안에서 여성의 ‘천성’은 한
공동체의 삶을, 한 국가의 삶을 재건하고 변화시키는 바로 그 관계와 가치를 기억하고
약속하는 능력이다. 광주의 기억은 생명을 존중하며 우리가 누군가의 가족으로 이웃으
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실천이성으로 성숙한다.
실천이성을 가톨릭교회의 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식별하는 사랑”8)이라 부른다.
중세 기독교 예술은 두개의 얼굴을 가진 한 여인으로 식별하는 사랑을 형상화했다. 한
편으로는 버텨온 삶을 기억하며 과거를 향해 뒤를 돌아보는 나이 지극한 여인의 얼굴
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 투신할 듯이 미래를 향해 앞을 직시하는 젊은
여인의 얼굴로 중세 이탈리아 사람들은 식별하는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9)
오늘의 과제는 기억과 약속을 매개로 하여 과거와 미래를 잇는 것이다. 광주의 여성
들이 스스로를 넘고 가족과 사회의 경계를 넘어 정의를 위해 생명과 삶을 바친 희생자
들의 어머니와 누이가 된 순간,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우리 모두는 광주 여성들의 기억
에 빚을 지며 그들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게 1980년 5월의 광주는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향한 변화의 씨앗이 되고 있다. 5월의 광주는 새로
운 세상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의 행동하는 이성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그리고 광주의
여성들은 그녀들의 ‘천성’으로 오늘도 인간성 회복과 정의를 위한 모든 투쟁의 한복판
에 서 있다.

8) Sant’Agostino, De moribus ecclesiae catholicae, I, II, XV, 25.
9) 아시시에 있는 성 프란체스코 하부 성당 중앙 제대 천장벽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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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문
1. 사회 속에서 규정한 여성이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향 받는 모든
체제, 법, 제도적 장치의 변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저항 방법과 더불어 여
성 스스로 자각하고 증진시켜야 할 여성 본연의 가치로부터 접근할 수 있는 저항 방법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2. 성폭력문제에 관한한 피해자인 여성들만이 그 문제의 중심에 놓여 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폭력 문제가 분명 가해자와 피해자인 남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적인
문제임에도 폭력의 가해자인 남성에 대한 논의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피해자인 여성들이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고통을 받는 동안 가해자인 남성들
역시 그들 스스로의 폭력 행위로 인해 이미 그들의 인간성에 손상을 입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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